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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식사장애는 초기 성인기 여성에게 호발하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

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식사장애 유병률이 증가

하고 있어 식사장애를 겪는 여성들에게 제공할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식사장애를 겪는 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식사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치료를 받거나 질병에서 회복된 초기성인기 여성 12명으로, 개별심층면담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여 필

사한 후 분석하였으며, 연구 질문은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 경험

은 어떠한가?”이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의 자료 분

석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사장애 여성의 질병 경험의 핵심범주는 ‘내 삶의 주인되기’였다.  

2. 핵심범주와 관련된 인과적 요인은 ‘유년시절의 깊은 상처’, ‘사랑

과 인정의 결핍’, ‘삶의 통제감 갈구’,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압

력’으로 나타났다.

3. 여성의 질병 경험 과정은 ‘세상의 잣대에 휘둘림’, ‘자아 몰락’, 

‘실체 직면’, ‘자아-타자 사이에서의 분투’, ‘자신과의 참 만남’

의 다섯 단계로 분류되었다. ‘세상의 잣대에 휘둘림’ 단계는 참여자

들이 사회 혹은 타인이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는 과정이

다. ‘자아 몰락’ 단계는 참여자들의 삶의 중심이 타자 쪽으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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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쳐져 삶의 초점이 살빼기(절식/폭식/제거)에만 맞추어진 자아가 완

전히 무너져 함몰되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실체 직면’ 단계는 참여

자들 스스로, 혹은 가족에 의해 현재의 자기 모습과 대면하게 되며, 현 

상태의 문제를 인식하고 살기 위한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하는 단계이

다. ‘자아-타자 사이에서의 분투’ 단계는 병원 치료를 선택한 참여

자들이 힘겨운 과정을 겪어내며 자아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타

자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질병을 이

겨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신과의 참 만남’ 단계는 내 

삶의 주인되기의 마지막 과정으로 참여자들이 치료를 통한 분투과정을 

통해 타자 혹은 사회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획득하게 

되는 단계이다. 

4. 이 과정을 통하여 질병을 극복한 참여자는 자신의 몸이 편안해지고, 

역경을 딛고 한 단계 성장하여 성숙해진 자아로 거듭나며, 타인과의 관

계가 회복되고, 행복해진 일상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도중에 치료를 

중단한 참여자의 경우 다시 살빼기에 함몰된 삶 속으로 회귀하여 고통

받고 있었다.

5. 참여자들의 행위/상호행위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지지

체계로,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지지’, ‘경제력’, ‘직장’, ‘신뢰

할 수 있는 치료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식사장애를 겪는 젊은 여성들의 경험을 심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

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

사장애 여성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여야 하고, 식사

장애의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및 시행하여야 하며, 식사장애

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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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식사(食事)란 음식을 먹는 일로서, 다음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하나는 어떤 문화 안에서 제도화되어 존재하는 먹는 것에 관계되는 

일의 양식이며, 또 하나는 개인의 생리적·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

이다(채범석과 김을상, 1985). 즉, 식사는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

지 공급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식사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형

성, 유지하기도 한다. 식사장애(eating disorder)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

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유발된 질병으로 DSM-IV(1994)에 따르면, 신

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로 구분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식사가 주는 의미를 고려해 보건데, 식사장

애는 먹지 않거나, 혹은 많이 먹어서 신체적 문제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 동물인 인간 생활의 전반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식사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 진료

인원은 2008년 10,940명에서 2012년 13,002명으로 5년 사이에 

18.8%가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13). 특히, 식사장애(eating disorder)는 90% 이상이 여성

에게서 발생하며 주로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호발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식사장애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18.9%-23%, 여

성은 약 77%-81.1%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4배 더 많았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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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8.8배, 30대에서는 8.4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 10-30대에서 49.2%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식사장애 진료

인원 2명중 1명은 10-30대의 젊은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

험심사평가원, 2013). 

식사장애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Crow et al., 2009)에서 신

경성 식욕부진증의 경우 4.0%,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 3.9%의 치사율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Arcelus et al., 2011)에서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경우 5.86%,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 1.93%의 치사율이 보고될 

정도로 제대로 치료받지 않을 경우 그 심각성이 큰 정신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바, 식사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

이다.  

 식사장애 발병에는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대인관계 및 심리사회

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생물학적으

로는 유전적 요인,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의 문제, 내분비계 조절능력의 문제 등이 식사장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조수철, 1997). 생물학적 원인 이외에도 자기조절력

(Peluso, Ricciardelli & Williams, 1999; 조혜진과 권석만, 2011), 충

동성(Claes, Vandereycken & Vertommen, 2005; Miller et al.,  

2003), 완벽주의(Joiner et al., 1997; Pearson & Gleaves, 2006; 김

윤희와 서수균, 2008), 낮은 자존감(Fairburn et al., 1998; Fairburn, 

Cooper & Shafran, 2002; Grant & Fordor, 1986;  Kaltz, 1985) 등 

개인 내적인 심리적 문제, 과도하게 밀착되고 과잉보호하는 어머니와 자

녀간의 가족 역동(Bruch, 1987; Crisp et al., 1980)과 구성원간 경계

가 무너진 가족(Minuchin, 1978; 안보영과 송현주, 2007에서 재인용), 

아동기 성학대나 신체적 학대경험 등의 외상경험(Fischer, Stoj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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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zell, 2010; Kent, Waller & Dagnan, 1999; Mullen, Martin &  

Anderson, 1996; Rorty, Yage, & Rossotto, 1994; Smolak & 

Murnen, 2001; Wonderlich et al., 2000)과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마른 체형에 대한 과도한 선호, 외모지상주의

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은 우리나라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외모와 체

형에 만족하지 못하여 체중감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김시연, 백근영과 서영석, 2010; 김주란; 2010), 날씬한 외모에 대한 

가치의 내재화는 왜곡된 신체상을 낳고 이상적인 체형에 도달하기 위해 

무리한 식행동을 하도록 이끈다.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다. 과도한 절식 및 폭식, 보상행동으로 인하여 다양한 

내분비계 장애, 심혈관계 및 면역이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

기도 한다(민성길, 2004). 또한 식행동 문제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 

및 학교, 직장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이로 인한 고립감, 외로움

을 경험한다(배재현과 최정윤, 1997). 그리고 이들은 일반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 등의 정서반응을 보이며(공성숙, 2004; 성미정, 

2004) 자기비하감을 느끼고, 자살사고 및 자해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Daniel, Lisa, Prudence & Marsha, 2004; David et al., 2000; 

Debra & Pamela, 2006; 공성숙, 2008). 

위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식사장애를 치

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데, 원인이 복합적인 만

큼 다양한 전문분야의 팀웍이 효과적이다(박용우, 2000). 40% 이상의 심

한 체중감소, 심전도 이상, 전해질 이상 등 심각한 신체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입원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식욕 

촉진제 등을 사용한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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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치료 이외에 다양한 개별 심리치료, 그룹치료, 가족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의 정신과적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박용우, 2000).

그런데 식사장애의 유병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병리적 특성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

구들은 식사장애 질병 과정 중 어느 한 단면만을 조사한 양적 연구들로서 

식사장애를 겪는 여성들이 질병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은 주로 질병의 치료와 회복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식사장

애를 겪는 여성들의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중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외에서 식사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가 일부 시행되었으나 회복 혹은 재발 경험에만 초점을 두고 

있거나(Federici & Kaplan, 2008; Keski-Rahkonen & Tozzi, 2005), 

회복에 대한 의미를 찾는 생애사적 접근방법으로 연구되어(Patching & 

Lawler, 2009) 질병 전 과정에 걸친 경험에 대한 보다 추상적인 개념과 

그 개념들간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질병 과정 속에서 경험하

는 것들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들이 사회 혹은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근거이론방법론에 

입각한 질적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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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방법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서 식사장애 여성들은 자신의 질병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며, 이러한 문제들

을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

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사장애 여성의 질병 경험에 관한 실체이론

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질병 경험은 어떠한

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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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문헌고찰에서는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인 근거이론방법론의 철학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식사장애의 특성 및 경과, 식사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근거이론방법론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1.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이론적 견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1930년대 실용주의와 사회적 행동주의 철학자인 

Mead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1960년대 후반 Blumer에 의해 구체화되

었다(Ritzer, 2006/2012) 

Mead의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개인의 ‘행위’이며 이를 

사회적 행위로 확장시킨 개념을 ‘제스추어’라고 하였는데, 언어는 이 제

스추어들 중 가장 의미 있는 상징이 될 수 있으며 동물과 구분되어 인간

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Hewitt, 2000/2001). 이 의미 있는 상

징은 마음과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쳐 한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타인들

과 상징적으로 의미를 교환하며 상대방은 그 상징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해석에 기초해서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한다(Ritzer, 

2006/2012). 

또한 Mead(1934)는 “I"와 "me"라고 명명한 자아의 두 가지 측면을 

규정하였는데, ‘I'는 타자에 대한 개인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완전

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측불가능하고 창의적인 자아이며, "me"는 타자

들에 의해 조직화된 일련의 태도이자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개인으로서 다

양한 사회적 상황과 역할에 맞추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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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이다(최영희, 1993).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자아개념은 사회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특히 그들과의 역할담당 과정에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데(손장권, 이성식과 전신현, 1994), 특히 Mead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 "I"이며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I"라

고 규정함으로써 “I”의 역할을 강조하였다(Ritzer, 2006/2012). 반면 

Mead는 “me"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순응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가 각 개인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me"를 통해서라고 보았다(Ritzer, 2006/2012). “I”와 “me”는 고

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해 나간다(Hewitt, 

200/2001).

Blumer(1969)는 Mead의 이론을 사회연구 방법론에 적용시키고자 상

징적 상호작용론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3가지 기본 

가정을 제시하였다. 기본 가정은 첫째, 사람들은 사물의 의미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둘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

고, 변형되고, 유지되며, 셋째, 사람들은 해석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처리하

고 변형한다는 것이다(Blumer, 1990). Blumer는 개인이나 집단의 모든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주시하고 해석하

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실증주의적 방법론에서 

보고 있는 수동적인 인간관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는 존재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해석하고, 정의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보았다(손창권, 이성식과 전신현, 1994).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행위자와 그들이 사는 세상 간의 상호작용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위자와 세상 양쪽 다 고정적인 구조가 아니라 동적

으로 변하므로 행위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이

명선, 1996).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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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들과 상징적으로 의미를 교환하는데, 상대방은 그 상징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해석에 기초해서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

다(Ritzer, 2006/2012).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철학적 배경이 되

는 근거이론방법에서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가는 인간의 의미

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의

미체계를 파악하려는 감정이입적 성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

석이 중요하게 반영된다(이명선, 1996).  

본 연구에서는 식사장애라는 질병을 단순히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질병

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회적 과정을 거쳐 얻어진 하나의 산물이라고 보

므로, 식사장애가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식사장애라는 질병

을 얻게 되는 과정과 이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상징적 상

호작용론의 견해에 입각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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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사장애에 관한 고찰

1) 식사장애의 특성 및 경과 

식사장애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유발된 질병으

로 대표적인 유형은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폭

식증(bulimia nervosa)이 있다. DSM-IV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키와 나이에 비하여 체중을 최소한의 정상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

를 거부하고, 낮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장애이며, 질병으로 인하여 무월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

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극도로 식사를 제한하는 제한형과 폭식과 구토, 

하제 남용 등의 보상행동을 동반하는 폭식 및 하제 사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경성 폭식증은 폭식이 반복되며 구토, 하제 남용, 이뇨제 사용, 과

도한 금식이나 운동 등의 보상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에 진단내릴 수 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 모두 체중과 체형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평가를 내리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민성길, 

2004).

식사장애는 과도한 절식 및 폭식, 보상행동으로 인하여 시상하부-뇌하

수체-부신축의 이상, 갑상선 기능이상, 무월경과 같은 다양한 내분비계 

장애, 심혈관계 및 면역이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등(민성길, 2004) 치료받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높은 정신질환 중 하나

로 알려져 있다(Arcelus et al., 2011; Crow et al., 2009).

식사장애는 주로 청소년기와 젊은 여성에게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에

서 6-10배 더 많이 나타난다(Cochrane, 2005). 미국에서 여성들의 식

사장애 평생 유병률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약 0.5%, 신경성 폭식증이 

약 1-3% 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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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보건복지부(2011)가 2001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 

역사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평생 유병률은 2001년

에는 0.0%, 2011년에는 0.1%였고, 신경성 폭식증의 유병률은 각각 

0.1%와 0.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는 

18-6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호발 연령군을 대상으로만 보

았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유병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3년에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5년간(2008-2012년) 식사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08년 10,940명에서 2012년 13,002명으로 5년 사이에 18.8%가 증

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나타났다. 식사장애 진료인원의 성

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18.9%-23%, 여성은 약 77%-81.1%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4배 더 많았으며, 특히, 2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8.8배, 

30대에서는 8.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섭식태도검사(EAT-26)로 조사한 연구(유희정 

등, 1996)에서는 섭식태도 이상자(특히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의미)로 

판정된 경우가 조사대상의 3%였으나, 같은 기준을 따른 2007년의 연구

(천숙희, 2007)에서는 23.5%로 나타났다. 동일한 표본이 아님을 감안하

더라도 이 수치는 약 10년 동안 거의 8배로 증가한 것으로 여자청소년의 

이상섭식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보인다. 또한 최근 우리

나라 여성들의 이상섭식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여대생의 10%, 여자 

청소년의 15%가 식사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권영숙, 2008; 임희

진, 박형란과 구현경, 2009; SBS 보도자료, 2010) 하는 등 여성들의 식

사장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유병률과 질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식사장애 환자는 사회적 

낙인, 치료의 접근성 부족, 고가의 치료비용 및 병식의 부재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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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David et al., 2000), Gabrielle 

등(2006)은 네덜란드 식사장애 환자의 22.4%가 질병 발병 후 5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나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56%의 대상자

가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식사장애는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손상을 일으키는데(Hudson et al., 

2007), 과도한 절식 및 폭식, 보상행동으로 인하여 시상하부-뇌하수체-

부신축의 이상, 갑상선 기능이상, 무월경과 같은 다양한 내분비계 장애, 심

혈관계 및 면역이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민성길, 

2004).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 2240명을 8년 동안 추적관찰한 유럽의 

한 연구 결과(Signorriti, Filippo, De Carprio, Pasanisi & Contaldo, 

2007)에 의하면 이 중 5.25%가 사망하였으며, 이 중 1.2%는 자살, 

3.07%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야기된 질병 때문에 사망하였다. 또한 심

한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앓은 76명의 여성 환자를 10년 동안 추적관찰한 

연구에서도(Eckert, Halmi, Marchi, Grove & Crosby, 1995) 사망이 

6.6%였으며 단지 23.78%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중 64%는 폭식행

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중 41%는 신경성 폭식증으로 치료받고 있으므

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Heartherton, 

Mahamdi, Striepe와 Field(1997)가 청소년기에 섭식행동에 문제를 보인 

청소년들을 추적관찰한 종단연구에서 성인기가 되면서 무리한 체중감량행

동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적인 측면 이외에도 식사장애를 겪는 여성들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다. Herpertz-Dahlmann, Muller, Herpertz 와 

Heussen(2001)이 신경성 식욕부진증 청소년을 10년 추적관찰한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신경성 폭식증 증상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거나, 불안장



- 12 -

애, 회피성 성격장애, 강박적 성격장애 등 공존질환을 진단받게 되었다

고 보고하였으며,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적 기능 수행에도 장애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성숙(2004)은 일반 여성과 식사장애 여성의 섭

식증상과 우울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섭식장애 여성들이 일반

여성보다 마르고 싶은 욕망이 크고, 신체불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무능

감, 완벽주의, 대인관계 불신감, 우울 영역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

를 보였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식사장애 여성들이 자기비하감, 우울 등

의 정서반응을 보이며 자살사고 및 자해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Daniel, Lisa, Prudence & Marsha, 2004; David et al., 2000; 

Debra & Pamela, 2006; 공성숙, 2008). 치료받고 있는 식사장애 환자

를 대상으로 자살시도 경험을 조사한 Sansone 와 Levitt(2002)의 연구

에 의하면,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의 23%,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의 39%가, 그리고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 중에서는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의 16%가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국외에서는 질병 과정 중 식사장애에서 회복되어가는 환자들을 대

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연구한 질적연구도 소수 수행되었다. 

Keski-Rahkonen와 Tozzi(2005)는 식사장애 환자들의 인터넷 토론을 

통해 그들의 질병회복과정을 기술한 내용을 분석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변화이행모델을 적용하여 회복 과정을 시도

(contemplation), 결심(determination), 행위/지속(action/maintenance), 

재발(relapse), 초월(transcendence)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경험한 내

용들을 하위 항목으로 배치하여 분석하였다. Patching 와 Lawler(2009)

는 여성의 식사장애 발병과 회복의 경험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사장애를 겪는 과정-발병/질병에 걸린 채 

사는 삶/회복기-동안 겪은 경험을 통제, 연결성, 갈등의 측면에서 각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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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회복된 환자와 재발한 환자의 경험을 비

교한 질적연구(Federrici & Kaplan, 2008)에서는 두 환자 군의 경험을 

변화에 대한 내적 동기,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회복, 치료 경험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 지지적 관계의 확립,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지각과 인내라

는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비교하였다. 

위 식사장애에 관한 고찰에서 볼 수 있듯, 질병의 심각성과 증가하는 유

병률을 고려해 보건데,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식사장애를 겪는 

여성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식사장애 발병의 심리사회적 영향 요인

(1)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

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경 및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여부 등 자

신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가치의 개인적 평가 혹은 판단이라고 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식사장애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rant와 Fordor(1986)는 자아존중감이 신경성 식욕부진

증을 유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설명하였고, 정호선(1998)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젊은 여성은 날씬함과 사회적 성공을 같은 맥락

으로 여기기 때문에 체중조절을 할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낮은 자존

감은 부모의 우울, 유년 시절의 비만, 가족 혹은 친구들로부터 체중과 몸

매에 대해 자주 부정적인 언급을 당하면서 형성되고 이러한 부정적 자기

평가를 하는 경우 폭식증 발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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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burn et al., 1998). 낮은 자존감은 외부에서 부여하는 외모에 대한 

가치에 취약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이어트와 몸매, 체중에 집착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반복적인 다이어트 

실패와 폭식은 다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한다(Fairburn, Cooper & 

Shafran, 2002).

여자대학생들의 식사장애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이경혜, 

김숙경, 천기정과 한숙희(2003)의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5.49%가 식사

장애의 위험율을 보였으며, 대상자의 식사장애 정도와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Kaltz(1985)가 낮은 자아존중감이 

식사장애 발병의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낮은 자아존중감

이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여성의 식사장애 발병의 위험요인임은 성미혜

(2005), 안소연(1994), 오혜경(2003), 이상선(1993), 황란희(2009) 등

의 연구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2)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

으며 특히 식사장애를 대표하는 성격특성이다(Hewitt, Flett & Ediger, 

1995).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란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Burns(1980)은 완벽주의자를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

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도록 스스로를 강박적으로 밀어 붙이며, 자

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생산성과 성취에 기반 하여 평가하는 사람들”이라

고 보았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완벽주의를 부정적 의미로 정의하였으나, 

Hamachek(1978)은 정상적인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를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상적인 완벽주의자는 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

고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지만, 신경증적인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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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세우며 실수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

반적인 특징이다. 또, Alden, Ryder와 Mellings(2002)는 높은 기준과 부

정적인 자기평가를 완벽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강조하였다(김윤희와 

서수균, 2008에서 재인용).

식사장애자는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음식섭취, 몸매, 체중 조절에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부적응을 초래한다(김윤희와 서수균, 

2008). 이와 더불어 식사장애와 완벽주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에서 Joiner, Heatherton, Rudd와 Schmidt(1997)는 완벽주의를 

폭식 증상의 위험요인으로 보는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완벽주의적 성격을 지닌 사람이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되면 폭식 증상을 보이기 쉽다는 것이다. Pearson과 

Gleaves(2006)의 연구에 의하면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은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신경증적 완벽주의를 나타

내었으며, 낮은 자존감과 신체 불만족이 완벽주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손정은(2011)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 성향

이 높을수록 신경성 폭식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김정내와 하정희

(2006)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특히 남학생의 섭식장

애손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3) 자기조절력

식사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 

or self-control)이 있다. 자기조절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내리고 있는데, Browell, Etheridge와 Hugerford(1997)는 자기조절력을 

상황에 적절히 행동과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안보영과 

송현주, 2007에서 재인용). 또 양옥승과 이정란(2003)은 자기조절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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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목적이나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의 행동을 움직이고, 수정 또는 통

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angney, Baumeister와 Boone(2004)은 자

기조절의 핵심은 원하지 않는 행동 경향성을 차단하고 그러한 경향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반응을 중단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기조절

력이 높다는 것은 내적인 충동이나 외부적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행

동을 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조혜진과 권

석만, 2011), 이를 폭식 혹은 절식, 제거 등으로 대표되는 식사장애 행동

과 관련지어 보았을 때, 자기조절력이 높은 경우 문제 식행동을 보일 가능

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자기조절과 정서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 자

기조절은 폭식행동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조혜진과 권석만, 

2011), 섭식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조절력에 관한 Peluso, 

Ricciardelli와 Williams(1999)의 연구에서도 섭식 억제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기조절력의 평가에서 낮은 수준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Goldschmidt 등(2008)의 연구에서는 먹는 동안 자기조절력 상실을 경

험한 경우 더 심한 정신병리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는 등 식사장애와 자

기조절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충동성

식사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충동성이 있다. 충동성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특성, 또는 행동

을 취하기 전에 비슷한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보다 심사숙고를 덜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안보영과 송현주, 2007). 충동적 행동은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욕구이며, 이 욕구를 참으려고 하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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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감이 증가하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Winchel 

& Stanley, 1991). 특히, 충동성은 자기 파괴적 행동과 물질 남용 장애를 

동반하는 식사장애를 설명해 주는 일반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Wonderlich, Connolly & Stice, 2003), Lacey 와 Read (1993)에 따

르면 폭식행동과 더불어 자살 시도, 반복적인 자해행동, 문란한 성행동, 알

코올 및 약물남용, 도벽행동, 도박중독, 감정 분출, 공격 행동, 방화 등의 

충동행동이 병행되어 나타나는 다중충동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섭식 행동의 충동성에 대해 연구한 Lyke 와 

Spinella(2004)의 결과에 의하면 충동성과 섭식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식증상은 충동성의 성급함과 관련이 

있고, 이들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

었다(Claes, Vandereycken & Vertommen, 2005; Miller et al., 

2003). 뿐만 아니라, 폭식, 구토 행동 역시 충동성과 관련이 있었고, 인

내력, 계획성의 부족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Claes, Vandereycken & 

Vertommen, 2005; Miller et al., 2003). 또한 어릴 적 성학대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서 식사장애 문제와 복합적인 충동 조절 행동의 문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을 확인되었다(Wonderlich, Connolly & Stice, 2003). 

식사장애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성숙(2012)의 연구

에서 다중충동성을 보이는 대상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중충동성을 보이는 대상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섭식장애 증상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Fahy와 Eisler(1993)의 연구 역시 식사

장애와 충동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

식증 환자의 많은 수에서 한 가지 이상의 충동적 행동을 보이고 있었으

며, 특히 신경성 폭식증 환자에게서 다중충동성이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식이제한 집단과 식이제한을 하지 않는 집단을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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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과 최정윤(1997)의 연구에서 식이제한 수준이 높은 집단은 대조

군에 비해 폭식의 경향성은 높고 충동조절력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가족 역동

식사장애 유병과 관련하여 가족 관계, 특히 모녀관계에 초점을 둔 여구

들이 다수 시행되어 오고 있다. Minuchin(1978)은 식욕부진증 환자들의 

가족 간에는 세대 간 경계나 개개인간의 경계가 모호한 특성을 보이며,  

각각의 가족구성원은 서로 다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개입하여 자녀가 가

족이라는 모체로부터 독립된 주체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동은 

음식을 통해 자신의 자율성을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안보영과 송현주, 

2007에서 재인용). Crisp, Hsu, Harding와 Hartshone(1980) 역시 가족 

내 모호한 경계선과 밀착된 모녀관계가 식사장애 발병에 영향을 주는 주

요 인자라고 설명하였다. Bruch(1973)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의 발

달과정을 추적하여 이 장애가 어머니-영아 관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식사장애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고 

과잉보호하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갈등해소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러한 모녀 관계는 딸의 자율성 발달을 방해하며 이러한 역동 속에서 딸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식사장애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과도하게 밀착된 모녀관계는 식사장애 환자의 모녀관계를 연구한 공성숙

과 현명선(2002)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이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어

머니가 자신의 삶에 과잉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에 대

해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양가감정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치료과정을 거치며 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고 객관적으

로 자신과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로부터 거리를 두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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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기 외상 경험

아동기 성학대나 신체적 학대경험은 장기적으로 여러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Mullen, Martin, Anderson,  

Romans & Herbison, 1996),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식사장애와도 관련

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성학대 피해자 10-15세 여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

학대 피해 아동 청소년들은 동일한 연령의 아동 청소년에 비해 식사장애 

행동, 충동행동, 물질 사용 수준이 높았으며(Wonderlich et al. 2000), 

Wonderlich 등(2000)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기 성학대 경험이 성인

기 식사장애 발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성학대 경험과 

식사장애 유병에 관한 53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Smolak와 

Murnen(2001)의 연구에서도 이 둘 사이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성학대 경험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학대나 방임 경험도 식사장애 유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정서적 학대가 식사장애 및 이상 섭식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Fischer, Stojek & 

Hartzell, 2010; Kent, Waller & Dagnan, 1999; Rorty, Yager & 

Rossotto, 1994).

(7) 왜곡된 신체상

신체상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신체

와 가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믿음, 지각, 생각, 

느낌, 행동을 의미한다(Cash, 1997, 김주란, 2010에서 재인용). 

신체상은 식사장애와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다. 체형과 체중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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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왜곡으로 인한 체형 불만족은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져 섭식장애 발병

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노영경, 2005), 왜곡된 신체상으로 

인해 절식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반복적인 폭식 및 제거․보상행동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식사장애 발병 위험성이 높다(박소영, 2008).

우리나라 청소년기, 초기성인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상과 자기평가에 

대한 지각을 연구한 결과들에서는 상당수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

하고 정상체중이거나 정상보다 날씬한 체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이 뚱뚱하거나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체형에 대한 왜곡된 신체상을 가짐

을 보여주었다(김연겸과 윤기선, 2009; 김현정과 정인경, 2006; 김혜

련, 황나미, 심재은과 김어지나, 2008; 박정수, 이민규와 신희천, 2007; 

보건복지부, 2012; 정혜경과 이혜영, 2010). 이러한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날씬한 몸매에 대한 사회적 압력, 여성의 성역할 정

체성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인 가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Becker 등(2002)은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이 여자청소년들의 섭식태

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텔레

비전이 없던 피지에 텔레비전이 도입된 직후와 3년 후에 여자청소년들의 

섭식장애 증상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비정상적인 섭식태도와 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식사장애의 주요증상인 

자가 유도성 구토의 비율은 0%에서 11.3%로 급증하였다. 대중매체가 여

성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77개의 실험연구를 메타분석한 

Grabe, Hyde와 Ward(2008)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날씬한 신체 묘사에 노출되는 것은 여성의 체형 불만족, 날씬한 몸매를 이

상적으로 바라보는 가치의 내재화, 잘못된 식습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Groesz, Levine과 Murnen(2001)의 메타분석 연구 또한 

날씬한 몸을 대중매체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여성들의 신체 불만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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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높이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국내에서도 대중매체와 신체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

었는데, 신미영(1997)에 따르면 대중매체의 소비는 17-25세의 여성들의 

거식증상과 폭식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

들이 마른 여성을 이상화하는 대중매체에 노출되었을 때 더 큰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재숙과 이미숙, 2001; 장희순, 2004; 최윤정, 

2005).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Cafri, 

Yamamiya, Brannick와 Thompson(2005)의 연구에서 신체상은 외모에 

대한 주위의 압력과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잘못된 섭식행동이나 식사장애의 유발

에 영향을 미침을 감안할 때(김시연, 백근영과 서영석, 2010) 우리 사회

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외모와 체형에 대한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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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이론방법론

근거이론방법론은 인간행위의 실체 영역의 현상에 대해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이끌어진 하나의 이론을 개발하는 질적연구방

법이다(Glaser & Strauss, 1967). 근거이론방법의 목적은 연구하고자 하

는 영역에서 보여지는 행위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개념들

을 발견하고 이들 개념간의 관계를 규명해 내는 것이다.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에 의해 1960년대에 개발된 후 간호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분야 연구에 적용되어 온 질적연구 방법으로 

Glaser와 Strauss(1967)가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를 

발간함으로써 방법론의 적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Strauss는 당시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와 실용주의자, 즉, Park, Thomas, Dewey, Mead, 

Hughes 그리고 Blumer 등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 

형성에 공헌하였다. 한편 Glaser는 후에 질적연구를 하면서 연구과정을 

통해 생겨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분명하게 공식화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적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거이론방법론의 정립에 기여하였다

(Strauss & Corbin, 1990). 

근거이론방법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제를 철학적 바탕으로 하여 경

험으로부터 얻어낸 인간 행위의 상호작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Chenitz & Swanson, 1986).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론에서는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

를 연구하기 위해서 면접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이를 통

해 이론적인 가설을 진술하거나 이론적 모형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Creswell, 2007/2010).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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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Strauss & Corbin, 1998, 2008). 

첫째, 근거이론의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

로 표집하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에 의한다. 이론적 표

본추출은 전개되는 이론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근거로 하는 

표본추출이다. 표본추출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가는 가운데 더 목적

이 분명해지고 초점이 명확해지며 이는 모든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

된다. 표본추출은 자료를 수집하여 일단 몇 개의 범주를 얻게 되면, 이러

한 범주를 발전시키고, 범주의 밀도를 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으로 연구자가 자료의 의

미나 가치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찰력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관련 있는 것과 관련 없는 

것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을 의미한다. 이론적 민감성

은 연구자가 현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하

며 추가 자료 수집 영역이나 방법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론

적 민감성에 있어서 연구자의 전문적 경험, 개인적 경험과 자료를 분석하

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자원이 될 수 있다. 

셋째, 근거이론의 핵심적인 특징이자, 주된 분석방법은 지속적 비교방법

(constant comparative method)이다. 지속적 비교방법은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출현한 개념들을 이전에 나온 개념들과 비

교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자료 수집에 의한 정보(사건, 행위)들을 가지고 

이전에 나온 개념들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범주화

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까지 계속한다.

넷째, 연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 자료의 기본적인 분석과정인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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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의 과정을 따르며,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 현상

(phenomenon), 맥락(context),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행

위/상호행위(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로 구성된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근거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맥락에 밀

접하게 관련된 이론을 개발 혹은 생성하는 것이다. 즉, 어떤 현상에 대한 

추상적인 분석적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근거이론방법론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데, 본 연구에서 여

성들이 식사장애라는 질병을 얻게 되는 과정과 이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

력하는 과정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

용이라 볼 때, 이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근거이론방법론

이 유용한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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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과정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근거

이론방법론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앞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승인번호 

2013-75)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내용 

녹음, 익명성 보장과 함께 연구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미성년자 

연구 참여자의 경우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면담 도중 언제든지 불편감

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연구 참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수준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심리적 동요가 있을 수 있음

을 설명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 등의 도움을 제공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참여자로부터 얻게 되는 개인적 정보는 연구 분석에 필요한 일반

적 특성(나이,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직업, 가족관계 등)과 질병 특성(진

단 시점, 투약, 키, 체중 등)이며 신원을 알 수 있는 주소는 일체 수집하지 않

았으며, 단, 질적연구의 참여자 확인을 위한 전화연락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 

참여자의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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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자료 수집 이후에도 모

든 자료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자료를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코

드화하여 원자료와 코드화한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연구자만 자료에 접근

하도록 하였다.

3.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은 본인이 가진 질병에 대한 병식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여성 혹은 질병에서 회복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대는 식사장애 호발연령인 10대에서 30대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 여성으로 하였으며, 질병군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Anorexia nervosa),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을 포함시켰다.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의사에게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이야

기해 줄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 참여자를 소개받았으며, 식사장애 환자들

의 인터넷 까페운영자의 협조를 얻어 연구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여 참

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1명의 참여자는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를 소개

시켜주는 눈덩이 표집법으로 모집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를 2013년 9월-11월까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시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도

록 노력하였다. 각 참여자가 가장 편안해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 심

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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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녹음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장소와 시간은 면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고 참여자를 배려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편안

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2인은 자신의 집

에서, 나머지 10인은 집 방문을 불편해 하여 참여자가 오가기 쉬운 곳

에 위치한 조용한 스터디룸을 빌려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1인당 면담횟

수는 대개 1회였으나, 일차 분석 후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2명의 참여자와는 2회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1회 면담시간은 최소 1

시간에서 최대 4시간,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한 후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편안히 한 후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의 경험은 어떠했

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주요 면담질문을 시작하였다. 면담질문은 

연구자가 1인의 면담을 시행해 본 뒤 식사장애 치료에 오랫동안 몸담은 

정신보건간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재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언어로 편안히 이야기해 나가도록 이끌었으며, 중간 중간 연구자

가 준비한 반구조화된 개방적 질문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발견되지 않는 자료 내용의 이

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를 확인한 후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

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식사일지 등의 개인적인 기록물의 

사본을 자료로 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인터뷰 중 인터뷰 현장의 

상황, 연구 참여자의 표정, 행동 등을 기록하는 메모를 작성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되도록 당일 1인의 연구보조원 및 연구자가 면담 내

용을 필사하였으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화 혹은 이메일로 보충

질문을 시행하여 내용을 명료화하였다. 또한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내용은 

본 연구자가 다시 녹음된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원자료의 누락이나 오기

를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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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12인과의 총 14회 면담내용을 필사하여 분

석하였다. 필사한 자료를 비교분석하며,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

한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범주화하고 핵심범주

를 도출하였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현상을 발견하고 명명하고 범주화

하는 분석작업이다.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을 진행하여 각 사건, 

결과, 현상에 따른 실례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

해 자료에서 개념들을 추출하고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 범주를 도출해 내

었다(Strauss & Corbin, 1998).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발견된 범주들과 하위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그것들의 변화와 과정을 발견해 내어 각 범주의 관련성을 파

악하는 것이다. Strauss와 Corbin(1998)은 범주들끼리의 복잡한 관련성

을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

(context),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행위/상호행위 전략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그리고 결과(consequence)라는 패러다

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심현상이란 어떤 행위/상호

행위에 의해 조절되거나 다루어지는 중심적인 아이디어나 사건 등이다. 인

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것이

며, 맥락이란 어떤 현상에 속하는 특정한 속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상 

속에서 파악되는 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중재적 조건은 행위/상호행위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의미하는데, 인과적 조

건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요인을 말한다. 행위/상호행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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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하게 인지된 상황들 아래서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고 이

에 대처하도록 고안된 전략들이다. 결과는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행위/상호행위 전략에 의해 무엇이 발생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 발견된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적 조건, 행위/상

호행위 전략 및 결과를 구조화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였다. 

선택코딩은 범주들을 정련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도출된 범주들 사이에

서 연구현상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찾아낸 후 다른 주요

범주들과 관련성을 찾아 이론적 틀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다. 핵심범주는 

연구의 주제를 나타내며 다른 주요 범주들이 이것과 연관될 수 있어야 한

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내 삶의 주인되기’였다.

이 외에도 자료 분석에 대한 추상적 사고를 쉽게 하기 위하여 메모와 매

트릭스, 도형 등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방법을 이용하였다. 메모는 현장에

서 관찰된 내용이나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 사고 등을 기록한 것으로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

구자의 생각과 사고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정보

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형태를 의미하며(Miles & Huberman, 

1994; 박태영 등, 2009), 이는 이론적 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Strauss & Corbin, 1998).

6.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식사장애를 경험하는 여성들

을 다수 접하였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문제 섭식 행동으로 고민하는 여대

생들을 상담한 경험이 있다.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분야 연구

들을 꾸준히 접하려고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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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적연구 수행을 위해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과 질적자료

분석론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들을 만나 심층면담

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훈련을 수행하였다. 또한 근거이론방법론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대하여 인문학, 사회학과 석박사과정 

대학원들과 함께 스터디그룹을 통해 학습하여 철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7. 연구결과의 질 확보를 위한 고려

본 연구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credibility), 감사가능성

(auditability), 적합성(fittingness), 그리고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준거로 삼는 Sandelowski(1986)의 질적연구 평가기준에 따랐다. 

신뢰성이란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고, 해석하였는가

를 의미한다. 즉 ,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 또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험에 

대한 서술과 해석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그대로의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

였다. 이를 위해 모든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필사

하여 생생하게 기술하였다.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면담 자료의 경우 본 

연구자가 다시 확인하여 원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기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로부터 추출된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최소화(braketing)하였다.

감사가능성은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를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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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절차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자료 분석절차를 따라 시행하였다. 

적합성은 연구결과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령, 질병 기간, 진단명, 결혼 유무 등 다양한 배

경의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에서 더 이상 새

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간

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깊이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1차 분석된 

연구결과를 두 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검증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의 의

견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결과에 반영하였다. 식사장애 환자 치료에 전

문성이 있는 정신보건간호사 1인 및 간호학과 정신간호학 교수에게 자

문을 받았다. 확인가능성은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중립성을 유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감사가능성, 그리고 

적합성을 확립함으로써 중립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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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12명으로 연령분포는 만 18세-40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8세였다. 3명은 기혼자, 8명은 미혼이었으며, 1명은 이혼하였다. 학생 2

인, 직업이 있는 참여자가 3명, 나머지는 무직인 상태였다. 질병은 폭식과 

거식이 공존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6명, 신경성 폭식증이 6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11명은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치료 빈도는 각

각 다양하였다. 나머지 1명은 치료를 자의로 중단한 상태였다.

식사장애 증상을 겪어온 총 기간을 의미하는 질병기간은 2년에서 12년

으로 다양하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참여자 중 대부분은 증상이 시작된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병원을 찾은 후 대부분은 치료를 받았으나 일부 참여자는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

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의 키는 151.6cm에서 167.6cm로 평균 키는 160.9cm였고, 최

저체중은 29kg에서 49kg으로 평균 체중은 42kg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참여자 3명만 혼자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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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나이
결혼

상태

교육

정도
직업 질병명

질병

기간

진단 

후 

기간

치료

기간

현재 

병원치료 

빈도

체중(kg)

(최저/최고/현재) 원가족 동거가족

키(cm)

A 18 미혼 고졸 무직
신경성 

식욕부진증
3년 2년 2년 1회/월

39.5/60/51 부, 모, 여동생 

1, 2

부, 모, 

여동생 1, 2151.6

B 21 미혼 고졸 학생
신경성 

폭식증
2년 1년 1년 1회/주

52/63/60
부, 모, 언니 부, 모

160

C 27 미혼 대졸 무직
신경성 

식욕부진증
6년 5년 1년 5회/주

31/53/51.7
부, 모, 오빠 부, 모, 오빠

159.3

D 40 미혼 대졸 무직
신경성 

식욕부진증
9년 6개월 6개월 5회/주

43/63/54.3 부, 모(사망), 

오빠, 언니
없음

161.3

E 31 기혼 대졸 교사
신경성 

폭식증
12년 7년 2년 1회/2주

43/64/55 조모, 부, 모, 

여동생 1, 2
남편, 아들

161.3

F 30 미혼 대졸 회사원
신경성 

폭식증
10년 6년 6년 1회/2주

45/63/51.6
부, 모, 오빠 부, 모

161

G 29 미혼 대졸 교사
신경성 

식욕부진증
8년 3년 3년

1회/6개

월

49/74/58 부, 모, 여동생, 

남동생
없음

164

H 24 미혼 대졸 학생
신경성 

폭식증
2년 1년 1년 3회/주

47/64/57.3
부, 모(이혼) 모

167.6

I 33 기혼 대졸 무직
신경성 

식욕부진증
5년 3년 3년 1회/월

33/57/51 조모, 부, 모, 

오빠, 남동생
남편

163

J 34 이혼
대학

원졸
무직

신경성 

폭식증
8년 4년 4년  1회/월

47/62/53
부(사망), 모 모

159

K 26 미혼 고졸 무직
신경성 

식욕부진증
4년 1년 3개월 중단함

29/57/36 부, 모, 오빠

계부, 의붓오빠
없음

163

L 28 기혼 고졸 무직
신경성 

폭식증
5년 3년 1년 1회/주

47/72/64
모

남편, 아들 

1, 딸 1160

-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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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 경험

1) 연구 참여자의 개별 경험

(1) 참여자 A

 참여자 A는 18세의 여성으로 참여자로 3년 전부터 거식과 폭식증상을 

보이다가 2년 전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진단받고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는 월 1회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

여 최근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장을 받았으며, 부모님과 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매우 성질이 급하고 가족을 통제하려 하는 경향이 

심했으며, 매우 엄격하게 참여자를 훈육하였다. 참여자는 아버지와 특히 

갈등을 많이 겪었으며 아버지, 어머니에게 칭찬받은 기억이 거의 없이 늘 

혼나기만 했으며 아버지에게 “저년은 딸도 아니야, 우리집에 얹혀사는 애

야.”라는 말도 들어 자살시도를 할 만큼 충격을 받았고 자존감이 낮은 아

이로 자랐다.

 참여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통통한 외모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

를 당하거나 소개팅 자리에서 상처 입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예뻐보이기 위해 살을 빼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갔다. 학교 급식 시간에도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야채나 두부

같은 살찌지 않을 음식들만 골라 소량만 먹었으며, 간혹 밥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화장실에서 토하였고, 극도의 절식을 지속하다가 한번 음식의 유혹

에 무너지게 되면 폭식하고 토했고, 자책감과 우울감으로 자해나 자살시도

도 여러 번 하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토하는 것이 싫어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아 60kg에서 35kg까지 체중이 감소하여 주변 사람들이 뼈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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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였지만, 자신은 날씬해진 자신의 모습이 부러워서 그런다고 생각하

며 더 살이 빠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살이 빠지면서 옷과 화장품을 마구 

충동구매하기도 하였다.

 가족 모르게 절식, 폭식, 구토를 반복한지 1여년 이 지나 어머니가 참

여자의 증상을 알게 되었고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 무렵 스스로도 

늘 어지럽고, 여러 번 쓰러지기도 하였으며 탈모와 잦은 골절이 반복되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어머니에 의해 살빠진 자신의 모

습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병원을 찾게 되었다.

 치료를 받아야함을 알고는 있지만,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여러 번 치료를 거부하고 살이 쪄가는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주에서 서울까지 2년간 꼬

박 자신과 함께 병원을 찾아 준 어머니의 헌신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

고 공감해 준 치료자에게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치료과정을 견뎌내었다.   

지금은 먹고 싶은대로 음식을 먹고 적절히 운동을 하며 지낸다. 다시 살

이 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있지만 50kg의 체중, 건강한 몸을 

보며 스스로 만족하고 지내며, 부모님과 대화도 늘었고 뷰티 관련 학과 진

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지금이 행복하고 한다. 

(2) 참여자 B

 참여자 B는 21세의 대학생으로 2년 전부터 폭식 증상을 보이다가 약 

1년 전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받고 정신과 상담 및 식사치료를 시작하여 

현재는 주 1회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

으며 치료를 위해 휴학을 하고 귀국한 상태이다.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소위 모범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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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랐으며 중학교 때 외고 진학 준비를 하면서 살이 쪄 고등학교에 들어가

기 전에 어머니의 권유로 처음으로 살빼기를 해 보았고 그 때부터 외모에 

다소 민감해졌다. 외고 진학 후 자신보다 훨씬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많아 그동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대체해 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자신감이 매우 저하되었다. 

대학 입시가 끝난 후 또래 친구들이 그러듯이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에 

살빼기를 하였는데, 52-53kg 정도로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예쁜 옷도 많

이 사 모으고 자신감이 충만해졌다고 한다.

이후 유학 생활 중에도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사를 유지하였지만 유학생활 적응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먹고 싶은 

욕구를 계속 참다보니 폭식하는 증상이 시작되어 2-3개월 만에 9kg이 증

가하여 겨울방학 귀국 때는 가족이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쪘다. 이후에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끊임

없이 살빼기를 하고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였지만, 폭식은 더욱 심해졌고 

요요현상으로 살이 점점 더 찌게 되었다. 

살찐 외모 때문에 성격이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과 만남을 피했으며 은둔

하며 지내는 등 극도의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려 정신병원에 일주일 입

원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을 다니다가 더 큰 문제는 우울증이 

아니라 식사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식사장애 전문병원

을 찾았다. 식사를 꼬박꼬박 하면서 체중이 늘어갔고 살쪄가는 모습이 싫

고 과연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힘들었지만, 치료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치료자는 풍부한 경험으로 이 고비를 넘기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본인을 안심시켜 주었다. 또한 스스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식사와의 불편한 앙숙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로 치료에 열심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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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어머니와 너무 정서적으로 유착되어 있던 자신

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서히 어머니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자신의 외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억지로 조절하려 애쓰지 

않게 되었지만, 아직도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는 남아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조차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참여자는 치료 덕분

에 지나치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아등바등 애쓰던 것에서 벗어난 것에 매

우 감사하였으며 치료를 종료하고 다시 복학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3) 참여자 C

 참여자 C는 27세의 미혼 여성으로 6년 전부터 거식과 폭식 증상을 겪

다가 5년 전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식사치료를 받

으며 체중을 늘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다가 최근 

1년 전부터 증상이 매우 심해져 자의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식사와 상담치

료를 받고 있다. 

 참여자는 엄격한 아버지와 지지적인 어머니 아래에서 평범하게 자랐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픈 오빠를 돌보느라 병원에 있어 방과 후 병원으

로 가서 보낸 시간이 많았으며, 커가면서 아픈 오빠 몫까지 잘 하고 싶다

는 생각을 하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참여자는 방송연예과 진학을 목표로 1년간 재수를 하였는데, 친구들이 

대학 가서 성형수술을 하거나 살을 뺀 후 예뻐지는 것에 자극을 받아 식

욕억제제와 지방분해 주사 등을 맞으며 53kg에서 목표 체중인 46kg으로 

감량에 성공했다. 

대학 진학 후 주변에 예쁜 사람이 많아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 스트레

스를 받았고 방송활동도 하고 싶은 욕심에 친구들 몰래 식욕억제제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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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분해 약 등을 3, 4년간 계속 복용하였다. 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

루에 한 끼만 소량씩 먹었는데 점점 한 끼에 먹는 양이 늘어나다가 폭식

을 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방송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면서 살

빼기에 강박적으로 매달렸고 그러다 어느 순간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식하는 증상이 심해졌다. 폭식 후 처음 구토를 하고나니 뭔가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고 체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니 이렇게 쉽게 

살을 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구토를 멈출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몰래 많이 먹고 게워내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친구들과 만나

지 않고 지냈다. 우울해지고 토하고 나면 또 자책감에 시달리며 조금이라

도 얼굴이 부은 듯한 느낌이 들면 하루 종일 방에서 잠만 자기도 하였다. 

스스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취업을 했지만, 버는 돈은 폭식할 

먹거리를 사는데 모조리 다 써야했고, 하루 종일 퇴근 후에 무엇을 먹고 

어디서 토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점심 식사 후에도 장시간 

남김없이 토해내느라 거짓말로 핑계를 대며 자리를 비우기 일쑤여서 얼마 

가지 않아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자 체중은 31kg까지 줄어들었고, 그저 마른 자신의 

모습이 좋아서 먹고 토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참여자의 문제를 눈치 채게 되었고 스스로도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완전히 지친 나머지 스스로 다시 정신과 병원을 찾아 식사

와 상담치료를 시작하였다. 

규칙적인 식사 스케줄을 따르면서 급격하게 불어나는 체중 때문에 극심

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였고, 힘겨움을 가족의 탓으로 돌리며 심한 짜증

을 부리자 가족들과도 갈등이 심해지고 몇 차례 가출을 하기도 하였다. 마

음대로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 받던 도중 자살과 자해 시도도 여러 번 하

였다고 한다.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치료자는 중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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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 자신을 격려하며 치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잡

아 주었으나, 자살 시도를 하였을 때에는 따끔한 충고로 자신을 채찍질하

기도 하였다. 자신과의 고비를 넘기며 지금은 체중이 51kg 정도로 안정되

었고 먹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졌다고 생각되지만, 스스로 자신

을 컨트롤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여기고 있었고, 20대 후반 

여성으로서의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4) 참여자 D

 참여자 D는 40세의 미혼 여성으로 9년 전부터 절식, 폭식 등의 식사장

애 증상이 시작되었고 6개월 전 가족에게 떠밀려 병원을 찾아 신경성 식

욕부진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식사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현

재 직장은 다니지 않으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참여자는 가부장적이고 폭군 스타일의 아버지와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

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한 맺혀하는 어머니, 5살 터울의 오빠, 4살 많

은 언니 중 막내로 자랐다. 아버지는 전혀 가정적이지 않으며 어머니를 무

시하였지만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어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아왔고 그러

면서 쌓인 화를 자식들에게 다 풀었다고 한다. 공부 잘하는 큰아들과 얌전

한 언니에 비해 참여자는 다소 산만하였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꾸

지람을 많이 듣고 수차례 심하게 맞기도 하였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

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고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했

던 것처럼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으며, 무언가 실수를 

하면 끊임없이 그 일을 떠올리고 확대해석하며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사춘기가 되어 월경을 시작하면서 급속히 살이 쪘고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살이라도 빼야겠다는 생각에 그 때부터 인터넷에서 

나오는 온갖 살빼기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살을 뺐지만 그 체중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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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생활을 하게 되자 주말에 간병을 맡아서 

하였고 간병으로 인해 직장생활에도 지장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노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 동안 아버지가 직장에 나간 후에 혼자 있으면

서 먹는 양이 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고 나자 

속이 시원해짐과 동시에 체중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여 그 때부터 폭식과 

구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잘 토하기 위해서 물, 탄산음료 등을 다량 마시

다가 술에 손을 대었고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술로 달래다보니 매일 매일 

술을 마시고 토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직장 동료

와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참여자의 증상을 알게 된 오빠와 새언니가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

를 받게 하였으나 알코올 문제가 아니라 식사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식

사장애 전문치료기관으로 옮겨 억지로 치료를 받게 하였다. 병원에서 식사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현재 모습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살이 찌는 것 때문에 매일 체중을 재고 증가한 체중에 좌절하

고 치료를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50, 60대까지 

병 때문에 추하게 지낼 것 같은 두려움에 지금은 정해진 치료과정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가 음식이 아니라 감정과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위로해 주는 치료자를 통해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진정으로 이해받

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은 살찐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싫고,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매우 힘들지만 더 나아진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열심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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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자 E

  참여자 E는 31세의 기혼 여성으로 약 12년 전부터 반복되는 다이어

트와 폭식 증상을 겪어오다가 7년 전 정신과에서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다가 약 2년 전부터 식사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치료 도중에 자의로 두 차례 치료를 중단하였지만 증상이 재발

하여 다시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 직업은 교사이며 남편과 6세 아들과 함

께 살고 있다. 

 참여자가 6세경에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부모님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 어머니는 힘든 삶에 대한 화풀이를 세 딸 중 맏이인 자신에게 심

하게 하며 늘 화난 모습으로 있었다. 자녀들에게 과제를 많이 내 주었으며 

이를 다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혼자 방 안에 가둬놓고 때리고 꼬집기도 

하여 어머니가 무서워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였다고 한

다. 참여자는 학교 성적이 좋은 모범생이었기에 동생들에 비해 부모의 부

담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자랐고 부모님의 바람대로 명문대에 진학하여 교

사가 되었다.

대학 초년생 때 통통한 몸매였던 참여자는 대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간 사이에 예뻐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으로 

살빼기를 시도하였으며 식사량을 매우 줄이고 하루에 운동을 4-5시간 하

면서 두 달에 9kg의 체중을 감량하는데 성공하였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 자신도 살만 빼면 완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이후에도 

살을 빼자 소위 잘 나가는 스펙의 남자들이 줄을 서서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지겨웠던 참여자는 그 때부터 더욱 더 살

을 빼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대학교 시절과 사회 초년 시절을 끊임없는 살빼기와 폭식을 반복했지만 

요요현상을 겪으며 체중이 점점 증가하였고 오로지 살을 빼는 것이 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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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중요하여 참여자 삶의 전부가 되었다. 자연적으로 친구관계나 동료

들과의 관계가 없어졌지만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오로지 살빼기에만 

정신이 팔려 지냈다. 결혼 후 본인이 원했던 만큼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얻

지 못하였고 자신보다 더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남들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면 외모라도 관리

해야한다는 생각에 더욱 살빼기에 매달리게 되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한 후에도 육아는 뒷전으로 한 채 육아휴직 기간 내내 살빼

기에만 매달렸으며 폭식을 하기 위해 술도 매일 마셨다. 결혼 후 남편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속아서 결혼했다

는 분노와 자신이 배우자를 잘 못 선택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그 모든 

것을 남편에게 투사하며 끊임없이 남편을 몰아세우고 부부관계도 갖지 않

았다.

끊임없는 다이어트와 폭식이 지속되면서 참여자는 신체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도 배부름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

었고 직장 생활도 더 이상 하기가 힘들었으며 끊임없이 음식과 투쟁해야 

하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버려 스스로 병원을 찾아 도움을 청하게 되었

다. 

처음에는 치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치료자가 말한 대로 어느 순

간 열심히 먹어도 적정 체중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치료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비싼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아까운 20대를 돈, 돈 거리며 다

른 것을 못보고 살빼기에만 집착했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어린 시절, 지

나친 완벽주의, 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자신의 모습 등을 하나 둘씩 돌

아보며 힘들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게 되었다. 체중이 안정되어 

가자 스스로 이 정도면 되었다는 회복에 대한 섣부른 자신감에 치료를 중

단하였으나 다시 폭식 증상이 시작되어 다시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 43 -

최근에는 남편을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부부관계도 시작되는 등 관

계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가 생겼으며, 자녀 양육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p

되었다. 지나친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신의 성격에 대해 인지하고 현

재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

이라고 한다. 또한 상담공부를 통해 자신처럼 힘든 경험을 하는 학생들에

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마음도 생겼다고 한다.

(6) 참여자 F

 참여자 F는 30세의 미혼 여성으로 직업은 회사원이다. 약 10년 전부터 

폭식과 구토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6년 전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받고 6

년 동안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엄한 아버지에게 늘 두려움을 느꼈으며 아버지 앞

에서는 위축되어 지냈고, 외로움을 느끼며 강아지와 친구들에게 정서적으

로 많이 의지하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하고 매사에 흥미가 없었으며 4

학년 때부터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였고 20대 초반까지도 죽고 싶다는 말

을 입에 달고 살았다.

고 3 때 체중이 많이 증가하여 60kg까지 살이 쪘으며 남녀공학인 대학

에 진학하면서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절식과 운동으로 체중을 감

량한 것이 첫 살빼기 시도였다. 체중을 감량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칭찬을 받았고 길거리에서 남학생에게 헌팅을 당하기도 하며 주위 사람들

의 이목이 집중되자 예뻐지면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학을 다니던 도중 다시 살이 쪘고 그 때부터 폭식하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구토를 하면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먹고 살도 찌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한 이후로 심한 폭식과 구토, 하제 사용이 반복되었다. 자신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고 토하는 모습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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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자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신이 비참했고, 그런 

모습에 더욱 우울해져 극단적인 자살시도도 여러 차례 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다 단절시켰고 직장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되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어질 무렵 가족들에게 자신의 

증상을 털어놓고 가족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게 되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싫어 집을 나가 모텔에서 생활

하기도 하였고, 병원에서 식사치료를 하고 오면 집에 와서 다시 구토를 하

기도 했고 자살시도도 몇 차례 하며 거의 울면서 병원에 다녔다. 식사 치

료를 받으며 체중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상담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체중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치료자가 자신의 힘겨움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자 치료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 치료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적정체중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이 회복되고,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다. 치

료가 잘 진행되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고비도 몇 차례 겪었지만 이제

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체중을 떠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증상이 좋아지

면서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늘었고 치료하는 동안 지지해 준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감사해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한 병원치료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자신이 많은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상담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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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자 G

 참여자 G는 29세의 미혼 여성으로 직업은 교사이다. 8년 전부터 폭식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3년 전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

를 받아온 끝에 현재 6개월에 1회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농사짓고 학력이 높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하

지 않는 가정환경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창시절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이 열등감을 해소해 왔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성적이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해 줄 수 없었고 다소 통통했던 자신에게 동아리 남

자 선배들이 농담처럼 살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 매일 운동

을 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살은 뺐지만 식사량을 소량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항상 음식

에 대해 갈망하며 음식 사진을 보거나 음식 프로그램을 보며 대리 만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절제를 하지 못하고 폭식을 하게 되

는데, 주로 운동과 하제 복용으로 보상을 시도하였다. 

 대학교 시절 내내 칼로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식사를 해야만 했으므로 

친구와 동아리 활동 등을 가지치기하듯 다 잘라내었으며, 직장을 다니면서

도 동료들과는 절대 식사를 함께 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선을 그

었다. 연애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남자들이 왜 자신을 좋

아하는지 의아하게 생각되어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신에게 관심없는 사람

에게만 애정을 쏟아 붓는 등 이성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폭식이 반복되면서 체중이 늘어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졌고, 완벽하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책감도 느꼈다. 폭식과 절식의 반

복으로 생리불순이 찾아왔고 늘 몸이 힘들었다. 가족들에게 심하게 짜증을 

부리고 전화로 울며 소리치는 등 갈등이 심해지며 절식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등 스스로 전혀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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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 

식사장애로 진단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지만, 식사

치료를 하면서 체중이 확확 불어나자 치료 지속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

을 많이 느꼈다. 치료를 받으며 체중이 74kg까지 증가하였지만 체중에 대

해 체념하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자가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발견해 주고 자신

을 믿어준다는 느낌을 받은 점과 자신을 평가하는데 외모는 아주 적은 부

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존감도 점차 상승하였다.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학교 일에도 조금씩 재미가 붙고 학생들에게도 더 애

정을 느끼고 대하게 되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동호회 활동

도 시작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찾아왔다.

 앞으로 임신과 출산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체중이 증가하고 이 때

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질까봐 걱정은 되지만 다시 식사장애로 빠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자신이 겪은 질병이 낙인이 아

니라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8) 참여자 H

 참여자 H는 24세의 미혼 여성으로 현재 대학원 휴학 중이다. 약 2년 

전부터 살빼기와 폭식, 구토하는 증상이 시작되었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신경성 폭식증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식사 및 상담치료를 1년째 받고 있다. 

 참여자의 아버지가 친척 집 보증을 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결국 

이혼을 하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왔는데, 어머니는 늘 참

여자를 통제하려 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강하게 독려하는 편이였다. 어머

니는 감정기복이 심한 편이어서 참여자에게 화를 많이 내었는데, 참여자는 

자신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집안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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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였고, 그 결과 명문대에 진학하였다. 대학을 

진학해서도 과에서 1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공부

하여 우수한 학점을 유지하였는데, 1등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

을 사도 정작 본인은 잠시의 성취감을 느낄 뿐 항상 자존감이 낮았다.

참여자는 살이 찐 것이 게으름 탓이라고 강조하는 대중매체와 지나치게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자

신 역시 예쁘고 날씬해야 조건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안정된 경제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학생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체중이 10kg 정도 증가하였고, 그런 모

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부터 

1시간 이내의 거리는 모두 걸어다니고 안먹고 운동을 하여 체중감량에 성

공하였다.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적은 양의 음식만 먹어야 했지만, 매 

주 있는 학교 시험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공부하면서 견과류나 빵 

같은 간식을 많이 먹으면서 폭식하고 살찔까봐 토하는 일이 반복되기 시

작하였다. 살이 찔까봐 친구들과도 식사시간을 피해서 만나 커피 한잔 마

시는 정도였고, 먹을 일이 생기는 모임은 모두 피했으며, 남자친구를 만나

도 야채 정도만 골라 먹었다.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 한 병원을 찾

았으나 약물과 체형관리를 권하는 치료방식을 불신하고는 한 달 여 만에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후에도 매일매일을 이렇게 먹는 것으로 고민하며 하

루하루를 버티다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현재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

식사치료를 받으며 매끼 식사와 간식을 먹고 토하지 않으니 점점 체중이 

불어났고 처음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을 때보다 현재 10kg 이상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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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여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으며 지금은 체중 증

가에 대해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폭식과 구토하던 생활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 과

정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다시 식사량을 줄이고 싶은 유혹을 

늘 느끼고 있다. 현재 참여자는 식사치료와 동시에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돌아보고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

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 있다.

(9) 참여자 I

 참여자 I는 33세의 기혼 여성으로 약 5년 전부터 거식과 폭식을 반복

하는 식사장애 증상을 겪어왔고, 3년 전 병원을 내원하여 우울증과 함께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진단받았다. 병원에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스스로 노력해보겠다고 결심하고 1개월 간 약물치료를 

받은 후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

어 약 1년 전부터 다시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현

재까지 월 1회 식사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참여자는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낀 딸로서 어려서부터 아들을 중요시 여

기는 할머니와 부모님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왔다고 한다. 오빠는 군대에 다

녀온 후부터 수년 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느라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

아 참여자는 스스로 직장생활을 하며 가계 살림에 보태고 야간대학을 어

렵게 다녀야 했다.

그러던 중 거래처 직원이었던 현재의 남편과 만나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

고 결혼을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참여자의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친정

집을 얕보거나 흉보는 말들을 드러내 놓고 많이 하여 참여자는 그로 인해 



- 49 -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57kg까지 증가하였고, 몇 차례 인공수정 시도 후에도 임신에 실패하자 유

산을 참여자의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의 비난과 남들 다 잘 하는 임신마

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우울해져 남편과의 싸움도 잦았다. 

처음에는 지지적이었던 남편이 점차 자신의 편이 아닌 듯 느껴지자 남편

에게마저 사랑받지 못하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느껴진 참여자는 늘어난 

체중을 빼고자 살빼기를 시도하였으며, 그 때부터 점점 더 강박적으로 식

사조절에 집착하였다. 2년 여간 운동과 절식을 반복한 끝에 체중이 33kg

까지 줄어들었으며, 생리도 끊기고 부부관계도 소원하게 되었다. 

체력이 너무 약해져 이러다 죽겠다 싶어 스스로 병원을 찾았지만, 늘어

가는 체중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상실할까봐 

두려웠고 치료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폭식과 구토 등의 실수 후에도 다시 

치료로 복귀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치료자의 격려와 조언이었다. 

치료를 받으면서 부모님, 시어머님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스스로 어루만

져 주게 되었으며, 자신의 힘겨움을 남편에게 투사해왔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다. 꾸준한 식사 덕분에 몇 개월 후에는 끊어졌던 생리가 다

시 돌아왔으며, 이 문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남편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분가하여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줄였으며 현재 

다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 50 -

(10) 참여자 J

  참여자 J는 37세의 여성으로 9년 전부터 식사장애 증상을 겪었고 4년 

전에 병원을 찾아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받은 후 현재까지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중산층 부모의 외동딸로 자랐으나 참여자가 12세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그 이후로 교사인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면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남편과 이혼 후 현

재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매우 여성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어

려서부터 참여자의 모든 것을 어머니가 미리 챙겨주고 결정해 주는 등 자

식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다. 또한 참여자의 어머니는 참여자에게 어려서부

터 인스턴트 음식은 절대 먹이지 않았으며, 철저하게 건강한 식단을 꾸려 

식생활을 관리했다. 또한 여성으로서 적절한 몸매유지와 외모관리를 끊임

없이 강조하였다.  

 어머니의 극성스러울 정도의 조력으로 명문여대에 진학했지만, 어머니

는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말을 많이 하여 참여

자는 내심 서운하고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

음이 들었다. 어려서부터 아나운서가 목표였던 참여자는 대학 진학 후에도 

학점을 관리하고 필요한 스펙을 쌓느라 분주한 대학시절을 보냈으나 졸업 

후 몇 년간 10여 차례나 언론사에 지원하였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불합격한 이유가 자신의 얼굴이나 인상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쌍꺼

풀 수술을 받았고, 운동과 살빼기를 시작했으며, 시험이 끝난 후에는 폭식

한 이후에 살이 찔까봐 토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결국 언론사에 합격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하였다. 취업 후에는 업무상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었는데, 낮 

동안에는 거의 굶다시피 하다가 밤에는 술과 함께 폭식을 하게 되었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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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면 그것을 게워내기 위해 음식을 더 먹고 토하였다고 한다. 점차 업

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폭식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은 후에도 잠시 일이 있다고 하며 몰래 음식을 더 먹은 후 토하고 사무

실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어 업무에도 지장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을 만나 3개월 교제 

끝에 식사장애 증상을 숨긴 채 결혼하였다.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증상을 

들킬까봐 노심초사면서도 남편 몰래 폭식과 구토를 지속하였다. 또 업무 

스트레스와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남편과 있는 동안 마음 놓

고 음식을 먹지 못하니 짜증과 불안이 매우 심해졌다. 또한 점점 살쪄가는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남편이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거부

하여 부부관계도 없어졌다. 

결국 남편에게 게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는데, 남편은 참여자

의 질병을 이해해 주지 못했고, 자신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남편의 눈빛

에 비참할 정도로 자괴감을 느껴 한 차례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실패로 끝

났다. 결국 결혼 후 1여 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극심한 우울과 폭식, 구토

로 직장도 그만두고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은둔하

며 지내다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아 우울증과 식사장애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져 피동적으로 치료에 임했지만, 항우

울제 복용과 식사,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치료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고 성찰을 통해 자신이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딸로서, 

남에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만 살려고 애써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

다. 자신에게 집착하고 통제해 온 어머니의 삶도 이해하게 되면서 어머니

와의 관계도 돈독해졌으며, 현재 제 2의 삶을 위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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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여자 K

 참여자 K는 26세의 미혼 여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직장이 없이 

혼자 살고 있다. 4년 전부터 심한 살빼기가 시작되었으며 절식과 구토, 운

동, 하제를 사용하여 29kg까지 살을 뺐다. 1년 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으며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진단받고 1개월간 정신과 폐쇄병동

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현재 이후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식사장애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참여자는 7세 때 부모님이 이혼하여 오빠는 아버지, 참여자는 어머니

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10세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며 계부와 계부의 13

세 된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12세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계부의 아들

인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로 서너 차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참

여자는 처음에는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오빠의 말에 겁을 먹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으나 몇 차례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

어놓았지만, 어머니는 참여자의 말을 듣고서도 어디 가서 아무한테도, 특

히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참여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

였다. 

 참여자는 어머니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자기편은 아무도 없다는 외

로움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가출도 여러 번 하며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졌

으며, 방황을 하다가 참여자가 원하여 아버지, 오빠와 함께 살게 되었다. 

대학시절. 동거하던 남자친구는 늘씬하고 키 큰 모델형의 여자들을 매우 

좋아하였으며, 날씬한 몸매를 갖기를 강요하여 늘 살빼기를 하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먹는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루에 식사는 두 끼만 하고 저

녁식사를 거르고 신경을 쓰자 1개월 만에 3kg이 빠졌고, 그러자 남자친구

는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매우 성취감을 맛본 참여자는 자신감을 

얻어 연예인들처럼 45킬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빼기를 지속하고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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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도 2시간씩 반드시 하였다고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는 다른 여자를 만나며 자신에게 소홀해졌고, 2년 여 동거 생활 후 헤어졌

다.

참여자는 헤어진 것이 자신의 뚱뚱한 외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날씬해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절식, 폭식, 구토, 변비약을 남용했다. 

43kg까지 체중이 줄어들었지만, 하루에 사과 반쪽, 크랙커 5조각, 요구르

트 반컵 얼린 것으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체중도 33kg까지 줄어들

었다. 

살빼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식사를 조

절할 수 없으니 직장도 그만두었으며, 항상 어지럽고 골다공증으로 쉽게 

골절이 되고 생리도 끊어졌으며, 다리만 퉁퉁 부어 손으로 누르면 푹 꺼졌

다가 잘 올라오지도 않게 되었다. 미음이라도 조금 먹으면 위가 요동치고 

식은땀이 나며 몸에서도 음식을 받아주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의 손에 끌려 병원을 찾

았을 때 체중이 29kg이었고 1개월 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았다. 1개월 입원한 끝에 체중은 40kg이 되어서 퇴원하였고 외래를 다니

며 한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거울을 보자 살찐 모습이 끔찍하여 다시 거의 

안 먹거나 토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몸도 다 

망가지고 너무 힘들지만 살을 빼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고 참여자 자신도 

뭔가 잘못 되어간다는 것을 알지만 살이 찌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계속 절식을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에도 36kg으로 매우 마른 상태를 유지

하고 있다.

 현재 혼자 살고 있으나 이제 벌어놓은 돈을 다 써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게 도움을 받아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참여자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환멸

을 느끼면서도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었다.



- 54 -

(12) 참여자 L

참여자 L은 28세의 기혼 여성으로 학력은 고졸이고 현재 직업 없이 가

정주부로 44세의 남편과 7세 아들, 6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참여자는 

약 5년 전부터 폭식과 구토 증상을 겪었으며 3년 전에 스스로 병원을 찾

아 신경성 폭식증 진단을 받아 2개월 정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효

과를 보지 못하였고 이후에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1년 전부터 다시 치료

를 받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미혼모로 참여자를 낳아 길렀고 혼자 생계를 꾸려가느라 집안

은 늘 가난하였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에도 취미가 없었던 참

여자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에 취업이 잘 되지 않아 호프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이혼남이었던 호프집 사장과 계획

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자 참여자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신고 후 

함께 살게 되었다. 

 첫 아이를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무렵 남편은 가게 일이 바쁘다며 외박이 잦았고, 참

여자는 혼자 임신한 몸으로 육아와 집안일을 다 해야만 했다. 둘째 임신시

에 증가한 22kg의 체중은 출산 후에도 잘 빠지지 않아 원래 체중보다 

10kg 이상 많은 60kg 이하로 내려가지가 않았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6

개월 이상 남편은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도 하였다.

남편에게 서운하면서도 왠지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이 자신이 살이 쪄서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뚱뚱한 자신이 싫어

졌다. 그 때부터 살을 빼서 날씬해지면 남편이 다시 자신을 봐 줄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식사량을 줄여 살빼기를 시작하였다.

식사량을 평소의 1/3 수준으로 줄이자 처음에는 살이 잘 빠졌지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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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고 난 후에는 다시 튀어오르는 식욕을 억제하기가 힘들어졌다. 점

차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고 토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빵이나 과자, 인스턴트 커피, 탄산음료 등을 사 두었다가 오후에 남편이 

가게에 나가고 나면 미친듯이 먹어치우고 토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인터

넷 사진으로 대리만족하느라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시간을 잊을만

큼 모성 역할에도 소홀해졌다.

남편은 여전히 가정을 겉돌고 있고, 자녀에게도 소홀하였는데, 자신마저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자책감을 심하게 느끼며 스스로 병원을 찾아 

1년간 약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1주일에 한 번씩 의사와 만나 짧게 면

담을 하고 약을 받아 오지만, 약물은 증상을 완전히 없애주기보다는 우울

한 기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고 먹고 토하

는 증상도 지속되고 있다.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는 있지

만, 남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얻어야 하므로 그 곳에서의 치료는 받

을 수가 없었다. 현재는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의 불행을 자녀에게도 대물

림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가정을 지키고 증상을 극복해보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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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 경험 과정

참여자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개방코딩을 통해 

개념을 찾고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거쳐 비슷한 속성을 가진 개념끼리 범

주화하여 추상화시켰으며, 속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범주를 명명

하였다. 본 연구의 원 자료에서 80개의 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38개의 하

위범주로, 15개의 범주로 추상화하였으며 이를 표 2에 나타내었다(표 2). 

범주화된 자료는 축코딩 과정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간 관계

를 규명하였으며, 도출된 주요범주들을 분석한 후 핵심범주를 찾아내고(그

림 1) 이를 중심으로 식사장애 여성의 질병경험에 대한 과정 모형을 제시

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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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념 및 범주

범주 하위범주 개념

유년시절의 

깊은 상처

힘겨웠던 어린 

시절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부모

부모의 학대와 방임

성추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남자형제와 차별받은 어린시절

사랑과 인정 

결핍

낮은 자존감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함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임

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함

열등감
자랑스럽지 못한 가정환경

내세울 것 없는 현재의 처지

남성에게 

어필하고자 함

남자들의 관심을 원함

남편,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을까 걱정함

삶의 통제감 

갈구

의지로 다스릴 

수 있는 몸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몸무게

구속하는 

엄마에게 맞서기

나쁜 음식 섭취를 통해 어머니의 구속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음

완벽주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직성이 풀림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압력

외모는 성공을 

위한 수단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

좁은 취업문 뚫고 들어가기

외모를 강조하는 

대중매체

날씬한 연예인 몸매를 예찬하는 대중매체

넘쳐나는 성형, 살빼기 광고

살빼기를 

강요하는 주변 

사람들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를 강요하는 어머니

뚱뚱하면 소외시키는 또래 친구들

세상의 

잣대에 

휘둘림

살빼기 안먹고 운동하기

치장하기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옷과 화장에 공들이기

살뺀 후의 희열 

즐기기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즐김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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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범주 하위범주 개념

자아 몰락

멈출 수 없는 

살과의 전쟁: 

"뼈와 가죽만 

남을 때까지!"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살빼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살빼기

충동적으로 

쾌락을 탐닉하기

폭식 탐닉하기

명품, 화장품 충동 구매

충동적인 성관계

은둔하기
안먹기 위해 스스로 고립되기

살찐 모습을 보이기 싫어 만남을 피하기

사회적 역할 

밀쳐놓기

육아에 소홀함

부부관계 중단

직장생활 중단

실체 직면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 

직면하기

망가져가는 몸과 맞닥뜨림

짐승보다 못하게 ‘게걸스러운’ 자신을 

마주함

엄마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함

살기 위한 탈출구 

모색하기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소진되어버림

자구책 찾기

스스로, 가족에 의해 전문적 도움 선택하기

자아-타자 

사이에서의 

분투

치료포기-치료유

지의 양가감정과 

처절하게 싸우기

늘어가는 체중에 대한 강한 저항

새 삶에 대한 강한 의지

자기 내면 

성찰하기

삶을 돌아보기

증상 이면의 의미 찾기
낙인으로 인한 

이중고 겪어내기

질병 숨기기

치료자에게 위안받기
나름의 방식으로 

힘든 시간 

인내하기

생각과 행동 전환하기

회피하기

가족에게

투사하기
가족을 원망하기

치료를 중단하기

치료를 거부함

치료방법에 대한 불신

회복에 대한 섣부른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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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범주 하위범주 개념

자신과의 참 

만남

몸 건강 되찾기

폭식과 구토 안하기

적정체중으로 회복됨

생리불순, 어지러움증, 탈모 등의 증상 

개선
‘나’의 

존재가치 

수용하기

외모를 떠나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함

숨쉬듯 

자연스럽게 먹기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를 때 그만 먹기

칼로리 따지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먹기

재발에 대한 

불안감 다스리기

재발에 대한 불안감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

지지체계

가족의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도움

경제력 “만만치 않은” 치료비용

직장
치료비 감당의 수단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마지노선

신뢰할 수 있는 

치료자

확신을 제공하는 치료자

공감해주는 치료자

포용적이면서 단호한 치료자

편안해진 몸
체중에 관계없이 

편안한 몸
지금의 몸이 잘 맞는 옷처럼 느껴짐

성숙해진 

자아

역경을 딛고 한 

단계 성장함

자신의 경험 통해 타인을 돕고자 함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함

회복된 

인간관계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돈독해진 가족관계

동료관계의 회복

친구관계의 회복
행복해진 

일상
삶의 행복 추구

취미 활동

미래를 위한 준비
살빼기에 

함몰된 삶 

속으로의 

회귀

고통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감

여전히 중요한 외모

부모에게 손 벌리는 삶

희망없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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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질병 경험의 핵심범주는 ‘내 삶의 주인되기’

로 나타났다. ‘내 삶의 주인되기’란 타자-나를 제외한 주변, 즉, 가족, 

친구, 타인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 하다가 결국 자아

를 잃어버리고 살빼기에 함몰된 여성들이 처절한 노력을 통해 외부의 시

선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범주인 ‘내 삶의 주인되기’는 1) 세상의 잣대에 휘둘림, 2) 자아 

몰락, 3) 실체 직면, 4) 자아-타자 사이에서의 분투, 5) 자신과의 참 

만남’이라는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세상의 잣대에 휘둘림’ 단계는 참여자들

이 자신 스스로의 잣대가 아닌 사회 혹은 타인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

여, 타자가 원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의미한다. 두 번

째 단계인 ‘자아 몰락’ 단계는 참여자들의 삶의 중심이 타자가 원하는 

삶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삶의 초점이 살빼기에만 맞추어진,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함몰되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세 번째, ‘실체 직면’ 단

계는 참여자들 스스로가 살빼기에 함몰되어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거나 가족에게 증상을 들키면서 타자의 시선으로 보여진 

자신의 모습이 정상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되는 과정이다. 네 번째, ‘자

아-타자 사이의 분투’ 과정은 병원 치료를 선택한 참여자들이 힘겨운 

과정을 겪어내며 자아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타자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질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 ‘자신과의 참 만남’ 단계는 참여자들이 치

료를 통한 분투과정을 통해 타자 혹은 사회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진

정한 자아를 획득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서히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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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핵심범주: 내 삶의 주인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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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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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에 다른 질병 경험의 과정을 나타내며, 

세로축의 양 끝은 강약의 정도를 나타낸다. 두 화살표는 중심현상의 차원

을 의미하며 이 세트는 식사장애 여성들이 겪는 질병 과정의 맥락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두 화살표는 중 1)번은 세상의 잣대를 내재화하는 정

도를 나타내며, 2)번은 자아의 힘의 정도를 나타낸다. 

세상의 잣대를 내재화하는 정도라 함은 자신을 제외한 타인 혹은 사회의 

기준, 가치 등을 받아들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따르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

다. 자아의 힘 정도는 자아가 주변에 의해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는 견고

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세상의 잣대와 자아의 힘을 비슷한 정도로 유지하

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점점 세상의 잣대를 내재화하는 정도가 강해지며, 반

대로 자아의 힘은 점점 약해져간다. 자아 몰락 단계에서는 자아의 힘의 강

도가 가장 약해진 반면 세상의 잣대를 내재화하는 정도는 가장 강해지며, 

실체 직면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서 다시 이 두 화살표의 

강약 정도가 초기와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후 자아-타자 사

이의 분투 과정에서는 두 요소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며 엉켜있어 자아의 

힘과 세상의 잣대를 내재화하는 정도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으로, 자신과의 참 만남 단계에서는 자아-타자 사이의 분투 과정에서 마

침내 자아의 힘이 매우 강해지고 세상의 잣대를 내재화하는 정도는 매우 

약해지는 양상으로 나아가 결국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된 참 자아와 

만나게 된다. 

상기한 핵심범주, 즉 내 삶의 주인되기 과정에는, 여기에는 인과적 조건

-‘유년 시절의 깊은 상처’, ‘사랑과 인정의 결핍’, ‘삶의 통제감 갈

구’,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압력’-이 영향을 미치며, 각 과정의 행위/

상호행위 전략에는 지지체계-‘가족의 지지’, ‘신뢰할 수 있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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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제력’, ‘직장’-이라는 중재적 조건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밟아 간 참여자들은 편안해진 몸을 가지고, 역경을 딛

고 한 단계 성장한 성숙한 자아로 거듭났으며,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

복하고 일상적인 삶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

고 다시 타자중심적인 삶을 선택한 참여자는 여전히 살빼기에 매몰되어 

고통스러웠던 삶 속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위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내 삶의 

주인되기 과정은 항상 일방향으로 나가는 순차적인 관계만은 아니며, 어느 

한 단계에서 역행하는 단계를 밟거나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이

를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아래에서는 이 과정 모형에 대하여 인과적 조건, 5단계의 과정, 중재적 

조건, 결과의 순으로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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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 경험 과정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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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참여자들이 식사장애라는 질병을 갖게 된 일종의 원인으

로 볼 수 있다. 인과적 조건은 유년시절의 깊은 상처, 사랑과 인정의 결핍, 

삶의 통제감 갈구라는 개인적 요인과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압력이라는 사

회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참여자들은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분노, 억울함, 우울감 등을 경험하였으며, 음식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

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 또한 성장과정 중 사랑과 인정의 결

핍 속에서 자란 참여자들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고, 겉으

로 보이는 모습을 바꿈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또한 타인에게

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세상이 원하는 외모를 가꾸었다. 한편 이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구속하려는 부모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서 음식을 바라보았고 매사에 완벽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과 같이 자

신의 몸도 완벽하게 조절해 나가기를 원했다.

(1) 개인적 요인

가. 유년시절의 깊은 상처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의 힘들었던 경험들을 치료 과정에서 돌아보면서 그

제서야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늘 엄

격하기만 했던 아버지, 어둠과 홀로 있는 시간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부모, 배우지 못한 서러움과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분

노를 자녀에게 투사하여 늘 화풀이를 해대던 어머니, 자녀들을 집에 두고 다

른 곳에 도피하거나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매를 들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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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심지어 의붓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묻으라고 말했던 어머니,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 형제에게 차별받고 자라도

록 한 부모, 그들은 어리고 나약했던 참여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정을 제

공하지 못하였다.

정말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맞는 거는 잡히는 게 맞는 거였어요. 한

번은 중학교 때는 한번 맞았는데 엄마가 혁대로 때렸던 적이 있어요. 되

게 잘못 맞아서 눈가에 맞아가지고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참

여자 D)

저는 엄마가 내 하소연을 무시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디서 뭘 보고 배웠는지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다가 한 20알을 먹었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

요. 그게 좀 치사량이 아니었나봐요. 새벽에 혼자 토를 하고, 이제 이렇

게 깨어났는데, 엄마는 전혀 모르셨어요. (중략) 그게 내가 지금 이 지

경으로 고생하게 된 거에 한 부분이었을 거예요.(참여자 F) 

맛있는 거 있으면 오빠랑 남동생 준다고 싱크대 찬장 저 위에 올려놓

고, 제가 먹고 싶어하면 기집애가 먹을 거 밝힌다고 혼나고... 오빠랑 동

생은 교복도 새거 사 줬는데, 저는 옆집 언니꺼 물려받아 입었어요. 서

러워서 막 울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참여자 I)

 

(의붓) 오빠가 방에 들어와서 막, 쓰다듬고, 거기, 가슴, 그때 제가 가

슴이 막 나오고 그럴 때였는데, 싫다고 하니 누구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

다고, 입 막고. 아래도 막 만지고... 너무 무섭고 죽고 싶었는데, 무서웠

어요. 진짜 죽일까봐.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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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못살겠어서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디 가

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특히 (의붓)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진짜 

서럽고 배신감 느끼고... 죽고 싶더라구요. (참여자 K)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상처는 가슴에 분노와 억울함, 서러움 등으로 자

리잡고 있었고, 그들은 그러한 감정을 잘못된 식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해소

하려 하였다.

 

엄마가 무서우니까. 방에 갇혀서 맞았던 기억, 꼬집혔던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학대로 느껴, 이제 저한테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거 

같아요. 분노 같은 감정. 그런 걸 먹는 걸로 자꾸 풀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참여자 F)

나. 사랑과 인정의 결핍

참여자들은 자신감이 없고 공통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었다. 여러 

참여자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나 학교에서 칭찬받았던 기억이 거의 없

었다고 하였으며, 무언가 일이 잘못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탓이라고 자

책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자신감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자신감을 줬었어야 하는데, 맨

날 뭐라고 하기만 하고 막 구박하고 막 그러니까, 원래 없었어요. 근데 

(살 찌니까) 더 계속계속 없어지고. (참여자 A)

자존감은, 낮았어요. 자존감은 낮았는데. 어, 공부나 일 같은 거 그러

니까 딱딱 하면 되는 거? 그런 거는 잘 해냈거든요? 치만 늘 자신감 없

이 걱정을, 결국엔 잘 할건데, 늘 자신감이 없었고 걱정부터하고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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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긴 해요. (참여자 H)

참여자 I는 결혼 후 시어머니로부터 모진 구박을 많이 받아 서운하고 힘

들었지만, 그에 대해 시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

고 받아들이고 자책하였다.

저희집이 가진 게 없고 시댁은 좀 살거든요. 결혼할 때 남들이 저 

시집 잘 간다고 많이들 그랬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는

데,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친정에서 본데없이 자랐다 그러고, 저희 

집 막 무시하고...좀 서운했는데 어쩌겠어요. 다 제가 못난 탓인데

요.(중략) 애가 몇 번 유산되고 그랬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보고 

온갖 보약 다 해먹이고... 그러고는 임신이 안됐는데, 병원 갔더니 이

유를 모른대요. 제가 부실한가 보죠. 남들은 다 쉽게만 낳는데, 나는 

이런 거조차 잘 못하네요.(참여자 I)

참여자들은 가족 중 어머니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였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는 참여자들이 가장 사랑을 갈구하는 대상이었다. 참여자들은 스스

로 맡은 일을 알아서 하는 딸로 자라려고 노력했고, 시키지 않은 일도 먼

저 하여 어머니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높았고,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

지 못한 참여자는 죄책감을 느낄 정도였다. 

공부도 못하고...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거를 캐치해서 

미리 해주면 사람들이 아 잘 한다 그런 칭찬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

까 어른들은 저를 되게 이뻐했죠. 근데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럴까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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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처음엔 칭찬을 해요. 근데 나중에

는 너 이거 왜 이제 안하니 그러니까 이게 제 일이 되는 거예요. (참여

자 D)

엄마 기분에 되게 민감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해하는 

편이고 되게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다른 사람이 예뻐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요. (참여자 D)

아빠가 없고 형제도 없으니까 엄마는 나만 바라봤어요. 특히 공부. 엄

청 기대치가 높았어요, 저한테.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하기도 했고, 좀, 

남들이 보기에는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 엄마는 99점을 받아도 그 1점 

때문에 못마땅해 했어요. (중략) 대학 갔을 때도 남들은 아무나 못 간다

는 대학인데, 저희 엄마는 S대 못간 거 때문에 엄청 아쉬워했어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말은 안했지만 엄청 상처였어요.(참여자 J)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사람들을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 혹은 

자신의 가정환경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나이 먹고 직장도 없고) 내세울게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내가 너

무 초라해 보이고. (참여자 D)

그 당시에는 이제 그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시

고 그러세요. 그러고 집안에 빚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창피하고, (중략) 아빠가 막 차를 끌고 오는데, 나를 데리러 차를 끌고 

오는데, 아빠 차가 좀, 좋지 않은 트럭 같은 찬 거예요. 그러면 그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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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좀 창피하고 막 그런 거. 그러고 엄마 아빠가 학력이 높으신 편이 아

니니까...그런 부분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참여자 

G)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이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성장기의 

대인관계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 가족 이외의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 가족뿐만 아니라 막연한 타인에게서라도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

다른, 다른 사람의 판단,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마르는 여자들은 어

머, 날씬하다 이러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걸 그냥 받고 싶었던 

거 같아요. 주변 사람 인정, 이뻐졌다라는 그게 듣고 싶고, 날씬하다 그

런. (참여자 C)

참여자들이 살빼기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남성에게 어필함으로써 그들

에게 선택을 받거나 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경

우가 많았다.

중학교 때도 이렇게 남자애들이 사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소

개를 받으면 얼굴은 살이 잘 안 쪄서 사진만 보면은 안 뚱뚱한데, 이렇

게 실제로 만나면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실망한 티를 내니까... (참여

자 A)

막 맨날 흥청흥청 술 먹고, 막 이렇게 포동포동 하고 있다가 어, 막 

내가 좀 빼야 겠다. 남자친구 유럽 배낭여행 간 사이에 좀 빼서 짜잔 하

고 보여줘야지 하고 여름방학 두 달 동안 완전 잠적을 하고 그 두 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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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 10kg 정도를 뺐어요. (참여자 E)

근데 왜 이뻐지고 싶냐고 그걸 한참 파보면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한

테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그, 그거에 대한 근본은 그거였던 

거 같아요. 내가 예뻐지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예쁘다고 해주고, 아무

래도 대학을 가서 남자들이 있는 그 대학에 가니까 공주처럼 예뻐지고 

싶은 이런 거, 굉장히 그 예뻐지고 싶다는 열망이 컸어요. (참여자 F)

한편, 참여자 I와 L은 뚱뚱한 몸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

편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였고, 참여자 K 또한 마른 몸매를 원

하는 남자친구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빼기를 시작하였다. 

호르몬 주사, 그거 몇 번 맞으니까 점점 살이 쪄서는 허벅지 뒷 살이

랑 뱃살이 흐물흐물하게...나도 그게 보기 싫은데 남편은 어땠겠어요. 

애도 안생기고 시엄마도 그렇게 나랑 못 갈라놔서 난린데, 부부는 남이

라잖아요, 이러다 남편이 나한테서 멀어질까봐 덜컥 겁이 나고...살을 

빼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I)

내가 뚱뚱한 몸도 아닌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완전 연예

인처럼 쭉쭉 빵빵한 몸매요. 맨날 나한테 “여자가 50킬로 넘으면 그게 

몸이냐, 돼지지?”, “똥배가 이게 뭐냐, 살 좀 빼라.” 이러면서 한채

영, 김사랑 이런 애들 나오면 비교하고... 계속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서 저도 해보자 했죠. 저녁 안 먹고, 악착같이 운동하고...(참여자 K)

애 낳고 난 살이 안 빠지니까 자신감도 없고, 남편이 부부관계도 안하

더라구요. 옛날에는 내가 귀찮아서 안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애 낳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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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동안 눈치를 줘도 피곤하다 하고... 나도 여자로서 자존심이 팍 상

해서 관뒀어요. (중략) 이 사람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는게 내가 살찌고 

이 몸이 돼서 정 떨어져서 그런가 싶고... 내가 어디서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 몸뚱이라도 돌려놔야겠더라구요. 안 그러면 남편이 영영 안 돌아

올 거 같아서...(참여자 L)

다. 삶의 통제감 갈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

었는데, 이 통제의 욕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하기도 

하였고, 성장과정에서 받아온 부모로부터의 지나친 억압에서 떨쳐 일어나

려는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참여자 D와 L은 주변의 사람이나 상황을 본인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

만, 자신의 몸은 자신의 의지대로 다스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살빼기

로 살을 빼면서 이런 통제감을 맛 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몸무게를 잡고 싶은 그런?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나한텐 잡을 게 없다. 몸이라도 내가 

잘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살빼기를) 해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성공한 느낌? (참여자 D)

얼굴 생김새는 솔직히 사람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성형수술이 아닌 

이상? 성형은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니까...근데, 

체중은 내가 노력하면 되는거니까, 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참여

자 H)

제가 발버둥 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을 바꾸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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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겠어요... 내 몸

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먹으면 찌고 안 먹으면 빠지

고. 처음엔 그랬죠. 그래서 살빼기하면, 그래서 살 빠지면 뿌듯하고... 

나 혼자 해냈다, 뭐 그런 느낌? (참여자 L)

한편, 참여자 J는 지나치게 통제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도록 강요하는 어

머니에게 벗어나 은밀한 “해방감”을 맛 본 것이 엄마가 말하는 소위 

‘나쁜 음식’을 몰래 먹으면서였다고 한다. 음식을 자신의 의지대로 먹

음으로써 자신을 통제하고 구속하는 엄마와 맞서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

이 이후에 식사와 살빼기로 자신을 통제하는 행위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하였다.

유기농 채소에 토마토 주스에, 녹즙에...어릴 때부터 밖에서 과자 하

나 먹으면 죽는 줄 알았죠. 직장 다니면서 시간도 없었는데, 간식도 사

서 먹이는 거  안하고, 집에서 다 만들어 먹이고... 생일 잔치 갔다 오면 

뭐 먹었는지 맨날 확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땐가, 친구들하고 

햄버거랑 피자 이런 거 엄마 몰래 사먹으면서 완전 묘한 기분이 있더라

구요. 엄마 손에서 벗어나 있는 거 같은 해방감? 내가 뭔가 혼자 내 의

지대로 행동한다는 느낌? 그 이후로 음식에 대해서 묘한 애증같은 게 

생겼어요. 엄마를 속인다는 죄책감 플러스 내 의지의 표현? 그런 거요. 

(참여자 J)

또, 여러 참여자들이 자신은 무엇에든 완벽하게 일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였는데, 살빼기 또한 삶 전반에 

대한 완벽한 통제의 일부분으로서 계획한 목표에는 반드시 도달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 굶고 폭식하고 토하는 등의 잘못된 식행동을 반복하게 



- 74 -

되었다.

(2) 사회적 요인

본 연구의 핵심범주인 내 삶이 주인되기 과정에서의 행위/상호행위 전략

을 택하게 하는 배경에는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압력이 자리 잡고 있었

다.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외모는 주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성공을 위

한 수단이 된다고 보았는데, 결혼을 통해 미래를 보장받고, 좁은 고용시

장에서 경쟁력 있는 외모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

다. 참여자 E, G는 명문대학을 나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교사라는 직

업과 명문대학원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을 

불안하게 했던 가난-현재에는 상대적 빈곤감-에서 탈출하기 위한 수단

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감정이 처음이라, 열등감을, 경제적인 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그거를, 동일시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 

부모님의 (경제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고 자랐거든요. 그니까 

저에게는 이, 살빼기, 외모만큼, 또 이제 요즘 트렌드죠. 겉모습과 돈. 

(중략)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 했을 때, 내 겉모습을 가꿔서 좋은 집에 

시집가서 극복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미 대학을 사범대로 선택했을 

때는 그런 게 있었죠. 여자가 시집가기 좋으니까. (참여자 E)

그냥 늘 엄마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냥 그러고. 학원비 같은 것도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보내준다고 그러고.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

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되게 중요하구나. 좋은 남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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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려면 외모가 중요

하죠. 다들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니까. (참여자 G)

참여자들은 고용 시장에서도 남녀의 차별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성에게 

있어서 예쁜 외모는 좁은 취업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이라

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 3때 애들이 하나 둘 취직하는데, 진짜 날씬하고 예쁜 아이들이 빨

리  좋은 회사에 떡하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 뺐죠. 얼굴은 

원래 그렇게 못생겼다 소리 듣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처음에 저도 면접 

보고 몇 번 떨어졌는데, 진짜 2개월 만에 7kg 빼고 나니까 취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좀 괜찮은 회사에... (참여자 I)

아나운서 되려면 예뻐야 되잖아요. 눈, 코, 성형에, 양악수술에... 요새

는 얼굴이, 몸이 무기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혹시나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하고 쌍꺼풀 수술도 했어요. 진짜 

하루에 2시간 이상 꼬박꼬박 미친 듯이 운동하고, 입사시험이 다가오면 

열흘 정도는 아침, 점심은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 야채 이런 거 조금 

먹고 저녁은 안 먹고. 그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엄청 먹고 또 토하

고. (참여자 J)

대부분의 참여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아름다움이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칭송

받기보다는 무언가 남성에게 불편한 가시같은 것이며, 여성의 외모가 이보

다 우위에 있도록 만들어지는 현실에 불만을 가진 참여자도 있었다. 대부

분의 참여자들이 여성을 상품화하고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동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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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이러한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해 부당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이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살

을 빼기 위해 “내 삶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살이 찐지도 잘 몰랐어요. 아무도 제가 

살찐 거에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고. 뭐랄까, 거기도 외모가 중

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성이 없는 건 아닌 거 같

거든요. 공항에 들어오면서 일단 엄마, 아빠가 나를 못 알아보고, 보는 

사람들마다 잘 지냈냐는 말 대신 일단 “왜 이렇게 살쪘어?”라고 먼저 

말하니까...나중에 미국 가서 또 살 빼려고... (참여자 B)

우리나라 사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곳만 해도 여자가 프

로페셔녈 하면 되게 멋있다, 좋다.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

지는 프로페셔널한 여자보다는 예쁘고? 약간은 남자보다는 조금 덜 된 

위치에서?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적 위치가 아직도 당

연시되고 있는 것. (참여자 H)

  

한편, 참여자들이 외모지상주의에 편승하게 된 것에는 대중매체의 영향

이 크다고 볼 수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 

몸매와 비슷하게 닮아가고자 노력하였고, 여자연예인들의 프로필에 자주 

등장하는 45kg-48kg을 늘 목표체중으로 삼았다. 

TV에서는 살빼기에 성공한 연예인들이 등장하여 무용담처럼 자랑스럽

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면에 뚱뚱한 여자 개그우먼들은 남자들의 외면

을 받고 살찐 것이 죄인 양 구박받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대중매체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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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이러한 행태가 참여자들에게는 살빼기의 또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옥** 있잖아요, 요가로 살 쫙 빼고 나와서 여기저기 살빼기 성공한 걸

로 주가를 올리다가 빌딩도 하나 샀었잖아요. 그런거 보면 날씬해야 성

공할 거 같은 느낌이 들죠. (참여자 A)

한편 몇몇 참여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살빼기를 강요당하는 경험을 하

였다고 하였는데,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외모 관리를 잘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음식을 많이 먹거나 살이 조금

만 쪄도 어머니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또,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

단의 압력을 경험하였는데, 살이 쪘다고 친구들에게서 놀림을 받거나 소

외당하기도 하여 그들의 머릿속에는 살을 빼야, 날씬해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다.

애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가, 제가 좀 통통했는데 그 때도 뚱

뚱하다고 놀리고, 왕따 시키고. 중 2 때는 어울리고 싶은 친구들 무리가 

있었는데, 한 애가 다른 애들한테 oo이는 뚱뚱하니까 데리고 다니기 챙

피하다고 끼워주지 말라고 뒤에서 욕하고...(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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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삶의 주인되기’ 과정

참여자들은 위에서 열거한 인과적 조건의 영향 아래 ‘세상의 잣대에 휘

둘림’, ‘자아 몰락’, ‘실체 직면’, ‘자아-타자 사이에서의 분투’, 

‘자신과의 참 만남’ 과정을 거쳐 내 삶의 주인이 되었거나 되어가는 과

정 속에 있었다. 이 과정의 세부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세상의 잣대에 휘둘림

세상의 잣대에 휘둘림 단계는 참여자들이 자신 스스로의 잣대가 아닌 사

회 혹은 타인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여, 타자가 원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

해 애쓰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낮은 자존감을 외모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였다. 외모지상주

의에 편승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혹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외모를 가꾸기를 선택했다. 살을 빼고, 예쁜 옷을 사 입고 화장을 

하며 자신을 치장하였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보상에 희

열을 느끼며 이를 좇으려고 노력하였다. 식사 제한과 운동 등의 살빼기

에 성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예뻐졌다는 칭찬과 관심을 받고 조건 좋은 

남성들이 자신에게 구애하는 상황 등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

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타인의 시선에 “희열”을 느꼈

다. 

살 쫙 빼고 도서관에서 공부해봤더니, 뭔가 뭐 어느 쟁쟁한 집안 얘들

이 좋다고 붙더라고요. 이제 그게 저한테 목표가 돼 버린 거 같아요. 어

느 순간, 어,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더 이상은 노력할 필요도 없이 이제 

제일, 그 성취보다는 그 쪽으로 꽂힌 거죠. 어, 뭐 너무 쉽게, 뭔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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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디 텔레비전에 나오는 집 아들? 뭐 이런 얘들이, 그 때는 어리니, 

그러고 이제 또 기본적으로 얘네가 학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수두

룩한 얘들이 줄줄 따르더란 말이죠. 그 경험, 잊을 수 없죠. 그러니 더 

더 빼자, 빼자. (참여자 E)

이게 살 빼고 났더니 자신감이 장난 아니예요. 난생 처음 헌팅도 당해

보고. 공주대접 받고. 예쁜 옷도 입고. 그 희열감이란... (참여자 F)

(2) 자아 몰락

자아 몰락 단계는 참여자들의 삶의 중심이 타자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삶의 초점이 살빼기(절식/폭식/제거)에만 맞추어진,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함몰되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삶의 작은 한 부분으로 시작된 살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자들의 삶 

전체를 침식시켜갔고, 참여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살빼기에 

몰두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점차 피폐해져가며 조절력을 잃

게 되었다. 또한 살빼기에 매몰되어 살빼기에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를 스

스로 거부하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직장생활, 가정생활

에도 문제가 생겼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 단계를 거쳐 지나

갔으며, 현재 참여자 K는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이 단계로 회귀한 

상태이다.

가. 멈출 수 없는 살과의 전쟁: “뼈와 가죽만 남을때까지!”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삶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맹

목적으로 살빼기에 매달리게 되고, 하루 온종일, 매일매일을 먹거나 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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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먹은 것을 제거할 생각에 매몰되어 지내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살빼기가 곧 자기 자신”이며, “삶의 최상의 목표”이므로, 살빼기를 

끝내는 것은 곧 삶의 목표를 상실하는 것이며 “내가 없어져버릴 것 같

은” 불안감을 안겨주었기에 살빼기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살빼기를 하면 예뻐지고 또 나에 대해서도 거울에 보는 나도 만족스

럽고 옷을 입었을 때 예뻐보이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절대 멈출 수 가 없는 거예요. 멈춰 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D)

제 자아 자체였던 거 같아요. 제 빈껍데기 속에 그거, 가득 차 있었던 

거 같아요. 예, 가장 중요했죠. 최대의 가치, 온갖 거를 다 붙일 수 있는 

거 같아요. 내 가치이며, 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내 모든 걸 다 

그 속에 포함시키고.... (참여자 E)

 

그때는 그냥 말라야 한다는 강박적인 사고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마

르는 거를 추구하는지, 마른 몸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불이익을 주

는지 그니까 목적이 그냥 없어요. 너는 머리 속에 이미 나는 말라야 돼, 

나는 가죽만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탁 박히니까, 그냥 

마치 사이비 종교가 교주를 막 찬양하듯이, 그 사람들은 이성이 없잖아

요. 왜 저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 할 거 같아요. 

그런 심리인 거 같아요. 일단 저거에 딱 꽂히니까 나머진 없어요. 무조

건 저걸 쫓아가는 거예요. 약간 불나방이 불을 쫓듯이, 목표는 오직 저

거 하나인거에요.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거를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

요.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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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살빼기의 끝은 없었다. 이들은 자신이 아직도 뚱뚱하다는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조건 끊임없이 살이 더 빠지기를 원

했다.

섭식장애로 빠지면 원하는 몸무게는 없어요. 무조건 더 내려가야해

요. 무조건. 아무리 먹고 토를 해도 어쨌든 먹는 부분이 있고 100% 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더 마른 몸매를 원했어요. (참여자 

A)

나도 삼십키로, 차라리 뼈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가죽만 남았으면 좋

겠다, 살이 너무 싫다. 칼로 다 잘라버리고 싶다.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하

지? 나는 왜 나만 왜 이렇게 뚱뚱해야 되지?  (참여자 F)

 거의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체중계를 거의 

한 열 번 올라가는데 이게 200그램 물 먹으면, 물도 안 먹어도 올라가

요. 땀이 200그램이잖아요. 그 200그램에 굉장히 그 작은 수치부터 저

를 엄격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어, 물도 못 먹었어요. 물을 먹으면 

그게 체중, 체중계에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물도 못 먹고 그 몸무게를 

붙잡기 위해서 안 찌려고 엄청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어요. 

하루에 심할 때는 여섯 일곱 번씩 먹고 토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

태였죠. (참여자 I)

참여자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살빼기를 했

다. 굶고, 운동하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살빼기 방법들을 섭렵

했으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살빼기 한약을 복용하고, 병원을 통해 지방

억제주사를 맞거나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기도 하였다. 물론 대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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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기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는

데, 이는 타인에게 자신이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

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주어 타인의 부러움을 사기 위함이었다.

지방분해 주사도 맞고, 식욕억제제도 많이 먹고, 중독될 정도로 많이 

먹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하죠. 얘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 듣기 좋으니까. (참여자 C)

정말 별짓까지 다해도 뭐 지금 뭐 인터넷만 쳐도 살빼기에 대한 (정

보가) 정말 많잖아요, 거의 다 해봤다고 뭐 붓살빼기, 이휘재 칠일 살빼

기 그거 하면 빠져요 빠지고 덴마크 살빼기 하고 빠지고. (참여자 D)

이렇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굶고, 폭식하고, 제거하

는(구토, 하제 사용 등)라는 방법으로 귀결되어 버렸다. 참여자들에게는 

운동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수고로움보다는 먹고 

토해버리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

이었고, 최초로 경험한 구토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라고 느낀 참여자일

수록 폭식과 구토를 더 손쉽게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주 심할 때에는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가요. 가서 먹어요. 먹고 나

와, 또 다른데 가요. 다른, 한 곳에서 많이 먹으면 의심 받고 좀 그러잖

아요. 그니까 먹고 나와서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가서 또 먹고 나와요. 

배가 막 많이 찼다 그러면 가서 또 구토를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

요. 다 게워내진 거 같지가 않아, 불편해, 난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가

서 많이 먹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많이 먹고, 그러면 하루에 여섯 번 정

도 음식점을 막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지럽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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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까지 느낄 정도로 다 게워내고, 이제 그 액까지 다 나올 정도로, 

노란 액까지 다 나올 정도로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서 집에 들어와

요. 그러면 바로 집에 들어오면 침대로 엎어지죠. 너무 힘드니까, 이게. 

(참여자 C)

먹고, 토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토하는 것도 겁나고 이제 그냥 먹지 

말아버리자 하고 극단적으로 적게 먹게 된 거죠. 하루에 먹는 게 사과 

반쪽, 아이비 크래커 5조각, 요구르트 1개 정도? 오래 먹어야 되니까 

사과도, 과자도 조각조각 내고, 요구르트도 얼려서 조금씩 긁어먹어요. 

자꾸 먹고는 싶은데 시간을 두고두고 먹어야하니까. (참여자 K)

어! 근데 이거 뭐야, (먹고 토하기) 해 볼 만한데, 그냥 별로 힘도 안 

들이는 거 같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군것질도 엄청 좋

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빵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뭐 다 토하고 나면 체중에 가는 것도 흘러가는 것도, 체중으로 찌는 것

도 미비해지니까 이런 것도 괜찮겠다 약간 식의 생각으로 계속 그랬던 

거 같아요. (참여자 F)

또한 참여자들은 가장 토하기 쉽도록 나름의 전략을 세우기도 하였다. 

참여자 중 몇 명은 안주를 먹을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 폭식을 많이 하

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폭식 후 무리없이 토하기 위해 술을 선택

하기도 하였다.

많이 먹고 잘 게워내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러다가 탄산음료

로, 나중엔 술로, 그게 제일 잘 토하는 방법이더라구요.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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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동적으로 쾌락을 탐닉하기

참여자들은 식사장애가 지속되면서 식사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조

절력을 점점 잃어갔다. 이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식욕과 게워내고자 

하는 욕구, 또는 충동구매나 충동적인 성관계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폭식을 탐닉하였으며, 일부 참여자는 충동적으로 화장품과 

옷, 명품가방 등을 사 모았다. 한 참여자는 회사 동료와 충동적인 성관

계를 여러 차례 갖기도 하였다.

폭식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먹은 후 다 토해내야 

한다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독과도 같은 끊

을 수 없는 “쾌락”이었다. 먹는 양은 점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졌

다. “목구멍에 차오를 때까지” 먹어야만 잘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음식을 먹고, 또 토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몇 

몇 참여자들은 토함과 동시에 변비약을 하루에도 수십 알씩 복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행위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 눈을 최대한 피해 이루어졌다.

엄청났던 거 같아요. 거의, 예를 들어서, 그니까 한 음식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먹고 싶잖아요. 일단 그 먹을, 항상 저는 굶

다가 한 번 폭식이 터지면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그때뿐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하니까 마트에서 장을 이만큼씩 정도 봐요. 우유 이

만한 거에, 뭐 김밥, 뭐 과자, 빵 몇 봉지 씩 사서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다 이렇게, 다 펴놓고 다 먹기 시작하니까, 라면을 먹으면서도 부족할 

거 같아서 주방에서 또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두 개씩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피자 같은 거 시키면 한판 거의 뭐 다 먹고 토할 정도로 그니까 

위, 내가 느꼈을 때 이렇게 허리를 피지 못할 정도로 먹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허리가 굽을 정도로, 그래서 막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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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가는 거죠. (중략) 그니까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먹

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눈치보면서 안 먹는 척 하면서 엄청 이제 먹는 

거죠. 심하면 제 방 붙박이장이 큰 편인데, 거기 들어가서도 먹을 때도 

있었어요. (참여자 F)

  

그래도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너무 달콤하다 너무 좋다. 약간 처

음에는 그 먹을 때 음식을 사가지고 왔을 때는 마음이 되게 무겁죠. 이

걸 진짜 다시 펼쳐 놓고 먹어야 하나, 이런 고민도 잠깐이고 먹을 때는 

굉장히 그게 정말 되게 짜릿해요. 그, 그 정말, 뭐라고 해야 하지 진짜 

쾌락 같은. (참여자 J)

(폭식을) 안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진짜 조절이 안돼요. 그게 

자다가 나가서 그,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사갈 정도로 조절이 안돼요. 

(중략) 이게 되게 심할 때는 자다가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 그때는 

저희 집 11층 살 때였는데, 엘리베이터도 수리 중이었어요. 계단으로 

다녀야 했는데, 그때 그 새벽에 깨어나가서 먹고 토하고 잘 정도로 그게 

조절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F)

  먹는 것에서 조절력을 상실한 것과 동시에 충동구매를 심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자신이 더 이상 구

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충동을 자제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였

다. 

제가 식이장애 약간 이런 거에 같이 왔던 게 화장품을 그렇게 사댔어

요. 화장품을 산 게 어마어마할 정도로 화장품을 계속 사 모으는데, 그

것도 밑바닥에 깔린 건 예뻐지고 싶다! 약간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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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 엄청 샀어요. 비싸 보이는 거만. 사고 나면 또 다른 거를 사야

될 거 같고. (참여자 C)

직장 후배가 술이 되게 많이 먹고 계속 사귀자고 졸랐었는데 안 된다

고, 근데 술이 만취가 돼서 제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모텔인거예요. 아 이게 뭔가 나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한 케이

스. 그리고 뭐 그다음에야 뭐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쉽잖아요. 어

딘가 뭐 더 같이 관계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도 충동적으로.(참여자 D)

다. 은둔하기

많은 참여자들은 원하는 방식대로 식사를 할 수 없고 먹는 것에 대한 자

제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안먹기 위해 스스로 고립되어갔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였으며, 특히 무언가 먹어야 하는 자리를 피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들이 점점 축소되었고, 살이 찐 듯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 만남을 피하는 생활을 택하기도 하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으음, 저는, 저는 뭐 휴게실에서 도시락 먹을래요라

고 빠지고, 뭐 굳이 그,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랬더니, 살이 빠진다

는데. 그리고 인간관계는 그러는 사이에 이미 다 끊겼죠.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살빼기 하느라고,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참여자 E)

그때는 한 치료하는 사이 2년 동안, 일이년 동안 친구들은 아무도 안 

만났어요. 거의, 만나고 싶지 않았고.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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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번 먹으면, 그럼 자제가 안 되거든요. 아예 안 먹을 때는 그냥 

안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엄청 먹을 걸 아니까. 무서워서 아예 모

이면, 그니까 뭔가 먹는 자리에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약

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살이 찌지 않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서, 일단 

어떻게든 먹을 자리는 피해 봐야 겠다 (생각했어요). (참여자 H)

라. 사회적 역할 밀쳐놓기

몇 몇 참여자들은 살빼기와 식사장애 증상을 겪으며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 폭식하느라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자녀 양육에

도 소홀하였으며, 뚱뚱해진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 싫어서 혹은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생긴 부부 사이 때문에 부부관계도 끊겼다.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니 나이든 부모님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냥 사회생활이 안 되죠.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되니까, 일을 해도 오

래 못하게 되고. 왜냐면 그 돈이 다 폭식비용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그(폭식과 구토) 생각뿐이고. (중략) 이게 먹다 보니까 조금 

하나 더 먹은 거에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냥 게워내고 싶

은 거예요. 그니까 그,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니면 속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체한 거 같다고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거나, 그니

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니까 그것도 한 두 번이지, 또, 어떻게 생각하

겠어요. (참여자 C)

끝없이 살빼기. 출산 후에도 육아는 뒷전으로 한 채, 여전히 살빼기. 

아이한테 많이 미안하죠. 떳떳하지 못한 엄마.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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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으면 진짜 먹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음식 나오는 TV, 인터넷 음식 사진 이런 거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

는 거예요. 옆에선 애가 책 읽어 달라 놀아 달라 해도 뒷전이고... 큰 애 

유치원에서 오는 시간도 놓쳐서 한참 있다가 유치원 선생님 전화받고 

부랴부랴 나가고. (참여자 L).

점점 살이 찌니까 남편이 내 몸 만지는 것도 싫고,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피하고. 제가 예민해 있으니까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부

부관계도 한참을 안했죠. (참여자 I)

(3) 실체 직면

실체 직면 단계는 참여자들 스스로가 살빼기에 함몰되어 바닥까지 추락

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거나 가족에게 증상을 들키면서 타자의 시선

으로 보여진 자신의 모습이 정상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되는 과정이다. 즉, 

참여자들은 심각한 절식과 폭식, 제거행동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 문제의 

심각성을 지각하며, 살빼기로 인해 피폐해져버린 마음과 사회로부터 단절

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이러한 생활

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진되었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된 후 스스로 살기 위한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폭식과 구토가 

반복되어 심각할 정도로 살이 빠질 때에야 비로소 가족의 개입으로 전문

적 도움을 구하였다.

가.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 직면하기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가는 몸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참여

자들은 어지러움과 졸도, 탈모, 골절, 두통, 속쓰림, 복통 등과 함께 잦은 



- 89 -

구토로 치아손상, 손마디 상처, 턱 밑 침샘 부종, 눈 실핏줄 터짐, 입가 

주름, 생리불순 혹은 중단 등의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였다. 몸은 더 이

상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배고픔을 느끼지도 배부름을 느끼지도 못하

는” 상태가 되어갔으며, 살빼기와 폭식의 반복으로 요요현상이 찾아와 

참여자들을 좌절시키기도 하였다. 

잘 못 먹지, 먹으면 토해야 되지, 그리고 먹고 토하면 눈 밑에 실핏줄

이 다 터져요. 여기가.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실핏줄 다 터지지, 항상 

여기(턱밑)는 이렇게 부어있지. 그때 막 아무래도 먹고 토하니까 위장

이 안 좋지, 항상 변비약을 먹고 사니까 배는 늘 아프지, 머리는 항상 

멍한 거 같지, 뻐근하지. (참여자 F)

신체적인 문제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주변 상황

이고 뭐고 돌아볼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짐승보다 못하게 ‘게걸스러운’ 자신을 마주하였고, 그런 자신의 모습

에 비참함, 자책감, 한심함, 우울, 분노를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 일쑤였으며, 이러한 삶이 지속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늘 불행하고 

외로웠다. 

깊이 생각은 안 했던 거 같은데, (먹고 토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하

는 행동이) 좀 한심하다고 생각은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안타깝

고 또 비밀스러웠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고 사니깐 되게 비밀스

럽게 행동하는 게 많았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막 무슨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던 거 같아요.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숨어 다니는 거 같고, 

음, 외롭고 불행했어요.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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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들킨거죠, 제가 서재에 가서 몰래 엄청나게 게걸스럽게 늘어

놓고 먹고 있는 장면을요. 방에 빵 봉지가 수북하고, 핫바며 컵라면이며 

빈 음식 포장지로 가득하고... 한참 서 있었나봐요. 먹는데 정신이 팔려

서 저는 몰랐어요. 뭐,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뭐냐고? 뭐하는 거냐고? 

딱 걸린거죠. 완전 괴물 보는 거처럼 쳐다보던 그 눈빛이 정말 저를 경

멸하는 거 같고. (참여자 J)

스스로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 나머지 자살시도를 하는 참여자도 있었

었고 종국에는 이런 생활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지쳐버

렸다.

먹는 내 모습이 너무 싫죠. 이제 그때 음식을 먹을 때 제 모습은, 보

통 식사면 게걸스럽게 안 먹잖아요. 우리 다 문화인, 지성인답게 먹고 

아무리 배고파도 깔끔하게 먹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것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답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신도 없어요. 무조건 까서 일단 

먹어야 하니까, 주변이 완전히 하아, 난장판이에요. 하아, 이것도 까서 

먹어야 되고, 마음이 급하니까 손으로도 먹어야 되고 음식이 어디에 있

던 흘리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먹으니까 그런 모습조차도 너

무 이제 막 너무 싫은 거죠. 너무. 나는 왜 이런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어, 너무 진짜 비참한. 그랬어요. (참여자 C)

그때는 진짜, 말할 수가 없이 되게 아, 진짜 비참해요, 그 기분이. 먹

어서 좋긴 한데,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먹고 토하고 이러는 거

를, 그런 느낌을 내가 이런 먹을 거를 절제 못한다는 나의 모습? 짐승도 

먹을 거 절제를 하는데, 하다 못해서 제가 키우는 개도 배가 부르년 뭘 

안 먹는데, 하아, 내가 짐승만도 못하구나, 그런 비참한 심정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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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요. 나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걸까? 내가 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도 뭐 죽고 싶은 거죠. (참여자 F)

자살 시도는 그 초등학교 때 했던,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그런 찌

질한 자살시도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한끝 차이로 막 죽을 정도로 굉장

히 크게 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내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비참했고, 너무 싫었고, 일단 살아서 숨 쉬는 게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참여자 F)  

또, 참여자 L은 음식을 탐닉하느라 그토록 아끼는 자식마저도 뒷전이 되

어버리고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는 치

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음식 나오는 TV, 인터넷 음식 사진 이런 거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옆에선 애가 책 읽어 달라 놀아 달라 

해도 뒷전이고... 큰 애 유치원에서 오는 시간도 놓쳐서 한참 있다가 유

치원 선생님 전화 받고 부랴부랴 나가고. 나는 엄만데, 자식들 하나 보

고 사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뒷전이 되어버린 걸 알고는, 아, 이건 아니

다 싶었어요. (참여자 L).

나. 살기 위한 탈출구 모색하기 

참여자들은 통제력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더 이상 이런 생활

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소진되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현재의 자신 모습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모색하였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증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식증/폭식증에 대한 책을 사서 탐독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증상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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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을 통해 지지할 대상을 

찾은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자신의 증상을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 통

제해 보려고 노력한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고, 결

국 전문적인 도움 선택, 즉, 병원치료를 선택하게 되었다. 병원 치료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가족에게 증상을 들켜서이거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 스스로도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서, 또는 “평생 이 모양으로 살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 너무 못해먹겠다. 그런데도 인제 내가 포기하자 하는데도 먹는게 

정상적인, 안정되지가 않으니까, 아, 이제 난 사십, 48Kg로 원하지도 

않는다. 51Kg로라도 되자고 생각하면서 병원에 갔죠. 아, 이제 더 이상

은 못하겠다, 지쳤어요. 지쳤어요, 저의 그런 생활이, 지쳤는데, 이걸 놓

으면 저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이게 제 인생의 

99%였는데, 이제 이걸 놓자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길

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죠. (참여자 E)

토나오려는 거 어떻게든 삼키고 안 토하려고도 해 보고, 집에 사 놓은 

변비약도 변기에 다 갖다 버리고, 음식도 버리고... 근데 안 되더라구요. 

먹기만 하면, 그게, 진짜 조금만 먹어도 자동적으로 신물이 올라오고, 

막 토하게 되고... 혼자 힘으론 안 되더라구요. 일찍, 증상이 이상하다 

할 때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제일인거 같아요. (참여자 F)

혼자서 처음에는 이것 저것 해봤죠. 일단 인터넷으로 비슷한 증상 알

아보고, 책도 사서 봤어요. 제가 식이장애인거 같더라구요. 이제 혼자서

는 안 될 거 같아서 인터넷으로 잘 한다는 병원 알아보고 치료받으러 

갔어요.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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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병원치료를 결정한 참여자도 있었지만, 2/3 정도의 참여자들은 

가족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거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였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에게 증상을 숨기고 있다가 먹을 때마다 토하

는 모습을 들키거나 심각하게 살이 빠져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졌을 때 

가족들은 참여자가 단순히 살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병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여자를 데리고 병원진료를 받았다. 가족의 치료 권유에 동

의하고 병원을 찾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은 참여자들보다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엄마도 그렇고, 막 아빠도 근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거식증이란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 상태가 좋으니까 병원도 가기 싫고 그랬는

데 어느 순간 왠지 병원을 가야 될 거 같은 거예요 . 좀 왠지 좀 계속 토

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쓰러졌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면 그냥 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저도 좀 위험한 거 같아서. (참여자 A)

저는 사실 살빠지는 게 좋고, 그걸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도 사실 없었

어요. 근데, 저희 오빠와 새언니한테 끌려서 병원을 갔어요. 억지로. 사

실 처음에는 그저,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인줄 알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 식이장애라고...그래서 오빠가 식이장애 

잘 본다는 병원 소개받아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참여자 D)

제가 혼자 나와 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살빼기 하나보다 했나봐요.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왔는데, 제가 몸무게가 엄청 빠져가지고... 그 때  

 몸무게가 29킬로였었어요. 뼈만 남아가지고... 거의 안먹고, 물만 마셔

도 게워내고 그럴 때였거든요. 아빠가 엄청 충격을 받아서, 얘가 왜 이

러냐고... (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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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아-타자 사이에서의 분투

 자아-타자 사이에서의 분투 단계는 병원 치료를 선택한 참여자들이 힘

겨운 과정을 겪어내며 자아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타자 중심의 삶

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질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치료 포기-유지의 양가감정

과 처절하게 싸우기, 자기 내면 성찰하기, 낙인으로 인한 이중고 겪어내기, 

나름의 방식으로 힘든 시간 인내하기, 가족에게 투사하기, 치료를 중단하

기 등의 행위/상호행위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새 삶에 대한 강한 의지

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힘겹게 자신을 성찰하며,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낙인을 견뎌내고, 생각과 행동을 전환하는 등의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

하기도 하였지만, 가출, 자살시도 등을 하며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치

료를 중단해 버리고, 자신의 힘겨움을 가족에게 투사하고, 힘든 시간을 그

냥 회피해버리는 방식으로의 다소 부정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참여자 C, D, H, L이 현재 이 단계에 속해있

다고 볼 수 있다. 

가. 치료 포기-유지의 양가감정과 처절하게 싸우기

부모 손에 억지로 끌려 병원을 간 경우이든 자발적으로 치료를 선택한 

경우이든 간에 치료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

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살이 찌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고, 그럴 때마다 치료를 받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지만 살이 찐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으므로 치료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양가감정에 시달렸다. 치료를 수용하면서도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전처럼 살찐 상태로 돌아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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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참여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사는데 진짜 안 벗어나면 죽을 거 같더

라고요. 그래서 인제 엄마랑 병원을 가는데 낫고는 싶은데 살이 찌는 거

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모순된 생각인 거죠. 낫고는 싶은데 살은 찔 수

가 없다. 그래서 이제 첫 날 의사 선생님을 뵀어요. 내 상황이 이래저래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살이 쪄야 되겠다, 살이 쪄야지, 음식을 

먹고 살이 쪄야지 병이 낫는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그 한 시간 동안 하면

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죽어도 이렇게 울까 싶을 정도로, 

못 받아들이니까. (참여자 F)

아, 그래, 그냥 체념하고, 어, 그래 믿어보자 생각했는데, 이제 몸무게, 

식사치료하면서 몸무게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정말 그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더라고요. 배가 자크가 안, 지퍼가 안 올라갈 정도, 그래

서 그것 때문에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몸무게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상담치료 하기 전에 벌써  67, 68킬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74 그렇게 되니까 음 앞자리가 내가 처음 경험해 

본 그런 몸무게가 돼서 너무 자,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이제 상담을 하

면서 되게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좀 했, 하다가 그래도 안 괜찮은 

거예요. (참여자 G)

참여자들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게 늘어가는 체중에 

강하게 저항하며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가출하고 

자살시도까지 하며 강하게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몇몇 참여자들에게

는 살이 찐 채로 살아가는 것은 죽기보다 더 두렵고 힘든 고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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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굴이 조금 붓거나 그러면 거울 보면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니까 병원 다니는, 치료 도중에도 그런 느낌을 받으면 너무 짜중 나가

지고 어, 이불 뒤집어쓰고 딱 밥 안 먹는다고 그러구선. 식사 준비해 주

는 것도 일일이 신경쓰고 이건 소화 안된다, 이건 붓는다...하면서. (참

여자 B)

식사치료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몸무게를 재고 나왔는데 스트레스

가 받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 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난. 그냥 죽어버리

는 게 낫다, 충동적으로 그냥 술을 막 마셔버리고, 병원 근처에 높은 건

물이 많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충동적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어

떤 남자가 잡아가지고, 제가 살아난 거. 그때 이제, 겨우 살아난 거예요. 

굉장히 기적적으로.  (참여자 C)

거의 65키로까지 식사치료하면서 살이 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병

원에 갔을 때 몸무게를 48-9킬로만 잡아도 거의 12킬로나 체중 증가

를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65킬로가, 일주일, 체중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재는데, 65키로 그 체중계에 찍고 딱 나오는데 아, 나는 죽어야

겠다, 못 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때 제가 약을 다량으로 복용을 하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 65킬로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참여자 F)

이렇게 심한 양가감정에 시달리는 힘겨운 과정을 거치지만 포기하지 않

고 끝까지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새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였다.

다시는 못 돌아가죠. 정말 힘들다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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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좀 정상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 하나 보고 버텨오는 거예요. (참여자 E)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게 차라리 제가 암이었으면, 똑같이 아픈 거

잖아요. 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암이면 개복해서 암을 

잘라내고 항생제 치료하면 낫잖아요.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게 죽을힘을 다해서 버티

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는 못 살거 같아서. (참여자 F)

나. 자기 내면 성찰하기

비단,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만이 힘든 것은 아니었다. 식사패턴

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갈 무렵부터 시작된 상담치료는 자신의 삶을 돌아

보는 시간들이었다. 참여자들은 들여다보기 힘든 자신의 성장과정과 숨

겨진 감정들,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힘겨운 성찰과

정을 거쳐야 했고, 참여자들은 이 또한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마

주하기 불편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거, 인식하는 거 그게 너무 힘들더라구요, 불

편하고. 어렸을 때 방임과 학대 속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희생양

이 되었다는 거, 그런데 그거처럼 내가 지금 남편하고 아이한데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 E)

새로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담을 받으면 너무 나에 대해 

과제가 많은 거예요. 한 이삼일은 더 우울해요. 나는 여태껏 어떻게 산

거야 40년을 어떻게 산거야? 내가 잘못 산건가?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살지 못했지?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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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D)

 

엄마가 하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엄마가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 같고,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같고 이렇게 제 독립적인 생각

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만약

에 그거에 반대하시면, 너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

것 때문에 엄마랑 서로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최근 이번 한 사, 오월 

정도부터는 그냥 조금씩 분리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

이 완전히 달라도 제 생각대로 해요. 화가 안나요. 원래는, 옛날에는 엄

마의 동의를 구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로부터 많이 독립을 했어

요. (참여자 B) 

하지만 참여자들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고 

식사장애라는 질병 이면에 깔린 핵심적인 의미들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자신이 그렇게 살을 빼고자 했던 것이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하고, 낮은 자존감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보려 노력하기도 하였으

며, 식사 문제가 삶의 전반을 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

었음을 깨닫기도 하였다. 또,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말을 과장되게 받아들이며 의미를 왜곡하는 자신의 인지 패턴에 문제가 

있음을 지각하게 된 참여자도 있었다.

결국 이 병은 그거예요.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거기서 출발

하는 거 같아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예뻐지면 사랑받을 거라는 엉

뚱한 방향으로 생각이 가는 거죠. (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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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통제에 대한, 어떤 약간 저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그냥 제 인생 전

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되게 강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 통제에 대

한 어떤 어 그냥 통제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다가 이제 음식으로 드

디어 옮겨 왔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B)

사람들이 사실 어우, 왜 이렇게 살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면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은 아 얘가 살쪘구나 하고 돌아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살쪘다고 인식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너무 너무 큰 문제고, 저 사람이 나를 되게 비하할 

것이다. 나를 되게 안 좋은 사람으로 볼 것이다. 그니까 남의 눈을 굉장

히 되게 크게 확대해서 인식했던 거 같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가 만족하면 다 만사 해결되는 문젠데. 결국 그

게 이 병의 핵심인거죠, 남의 눈. (참여자 G)

다. 낙인으로 인한 이중고 겪어내기

참여자들은 세상의 잣대에 맞추기 시작한 살빼기가 다시 세상의 잣대 속

에서는 “질병”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혹은 사회에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기 때문에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병이 

있음을 숨기고 있었다. 타인 뿐 아니라 일부 참여자들의 가족 또한 이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식사장애를 바

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차가운 낙인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른 사람

들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해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왠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한 불편감도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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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그, 누가 암에 걸리면 왜 그걸 못 나으냐

고 얘기 아무도 안하는데, 나 우울증이야 이러면 왜 그거, 스스로 못 이

겨 내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광고가 있는데 아빠한테, 

아빠가 딱 그거 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생각해요. (참여자 B)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화가 나더라구요. 언론에서, 대중매체가 

거식증 이런 병을 완전 괴물같이 보여주고, 그래서 이상하게 인식하게 

만들어 놓은게...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왠지 항상 주변에 거

짓말을 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 때문에 힘들고, 이해받지 못하니까 외롭

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여자 D)

이게 나중에 불이익을 줄 거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숨길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참여자 

E)

이러한 경험은 이들의 회복에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치료자에게 

더욱 의존하면서 이들의 위로와 공감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어 갈 수 있

었고, 치료자에게 얻은 위안은 힘겹지만 치료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내가 유일하게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나를 공감해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솔직히 몰라요. 제가 아

무리 입 아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그, 그렇게 안 해 본 사

람은 모를 거 같아요. 그런데 워낙 선생님은 다양한 환자들을 경험을 했

고, 치료해줬기 때문에 제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유일하게. 

(중략) 선생님은 그거를 제가 ‘아’만 해도 아니까, 그 사람은 인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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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저한테는 완전히 뭐, 거의 해우소 같은 걸까요. 나의 감정을 다 쏟

아내고, 제가 찌질거리는 것도 다 들어주는 거의 절대적인 분이셨죠. 

(참여자 F)

라. 나름의 방식으로 힘든 시간 인내하기

참여자들은 치료 받는 시간 이외의 남는 시간에는 되도록 음식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노

력했다. 쇼핑을 하거나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영화를 보거나 네일아트를 받고 요가를 다니면서 기분을 전환하기도 하

였다. 종교가 있는 참여자는 종교적 묵상을 하며 힘겨운 시간을 견뎌나

갔다. 또 한 참여자는 육아에 몰두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 내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 걸으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걸을 때 분

노나 복잡한 감정이 들어도 걸으며 묵상하면 생각이 정리되더라구요. 

(참여자 D)

반면에 치료를 받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일을 할 의욕조차 느

끼지 못했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경우 힘든 시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잠을 자는 방법을 선택했다.

대개 잠을 잤던 거 같아요. 치료받는 것도 힘들고... 깨 있으면 엄마하

고 자꾸 싸우고, 짜증나고... 잠을 자면 그나마 먹는 생각 안나고 시간도 

잘 가니까...(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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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족에게 투사하기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식사장애라는 질병에 걸린 것, 그리고 질병

으로 인해 자신이 처하게 된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누군

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였다. 그런 참여자들의 마음은 가장 가까

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로 투사되었으며, 지금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 가족을 

탓하고 원망하고 화내기도 하였다. 부모들은 자신들에게 버릇없이 구는 참

여자를 혼내기도 하였지만, 자녀를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그냥 홀로 내

버려 뒀었다는 죄책감에 울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호전되어 갈 무렵 참여자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깨닫고 죄송스럽고 또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다.

신경이 아무래도 날카로워지고 하니까 더 많이 싸웠어요. 소리 지르

고 난리치고 막, 그랬었었어요. 그니까 제가 약간 피해의식인 거 같이, 

막 이런 건 항상 이렇게 부모님이 저한테 어, 너 이거 잘하고 있다, 너

는, 어, 너는 뭐 좀 재밌는 아이다. 너는 마음 착한 아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어떤 이렇게 밀어주는 말은 안 해주고, 항상 

뭐 잘못했을 때만 아니면 부모님 눈에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 것 같

을 때만, 막 어, 인생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거야. 그니까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 

때 이제 많이 싸웠던 거 같아요. (참여자 B)

그니까 이렇게 내가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식이장애가 된 게 다 부모 

탓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나를 보듬어 줬으면, 아빠

가 좀 더 나를 다정하게 했으면 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 나의 힘든, 힘든 게 죽어야 끝날 거 

같을 정도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 강도로 그게 너무 힘들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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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왜 나만 이러고 살까, 이건 누군가의 탓인가, 그렇다고 사람이 

내 탓이오 하기에는 너무 싫잖아요. (참여자 F)

바. 치료를 중단하기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

차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치료를 받다가 도중에 중단한 참여자는 

다시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거나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헤어나

오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였지만, 다시 병원을 찾은 

참여자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

 치료를 중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참여자들은 살찌는 것에 대한 “죽기보다 더 싫은 공포”를 느꼈다.

그 때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억지로 밥을 먹고 나면, 이게, 속

이 게워내지 않으면 너무 불편한데... 계속 간호사실 앞에 앉아 있어야 

하니 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밥을 안 먹겠다고 거부하면, 혼자 있는 

독방에 갇히고...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살이 찌는게 너무 끔찍스러우니까. (참여자 K)

또 어떤 참여자는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자신이 처음 찾았던 병원

에서 경험한 치료방법에 대한 불신 때문에 더 이상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제가 봤을 때는 치료방법이 잘못돼서 제가 그때부터 더 식이장애가 

더 심해졌던 거 같아요. 그니까 그때는 병원을 규칙적으로 나가지도 않

았었고, 들쑥날쑥 했고, 그쪽에서 처방해준 약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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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예 식욕억제제를 줘서 그 약기운이 약간 풀리고 나면 뭔가 폭식이 

더 심하고, 퐁 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참여자 C)

또 다른 참여자는 치료를 도중에 중단했던 이유로 회복에 대한 섣부른 

자신감을 이야기했다. 스스로 질병이 다 나았다고 여기고 혼자 이를 관

리하겠다는 너무 이른 자신감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가 증상이 심해져 

스스로 병원을 다시 찾았다.

상담만 이제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먹는 양을) 

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략) 제가 이미 자연스러워 진 건줄 알았는

데, 이게 평생을 제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고, 난 어느 정

도 나았다고 생각하면서 여름쯤에, 작년 여름쯤에 그냥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또 그러고 나서는 한 11월쯤에 이제 폭식이 또 다시 재발한 거

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 처음 병원을 찾을 때 정도는 아닌데, 폭식이 다

시 왔어요, 하면서 병원에 다시 왔죠. (참여자 E)

(5) 자신과의 참 만남

자신과의 참 만남 단계는 내 삶의 주인되기의 마지막 과정으로 참여자들

이 치료를 통한 분투과정을 통해 타자 혹은 사회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획득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몸 건강 

되찾기, ‘나’의 존재가치 수용하기, 숨쉬듯 자연스럽게 먹기, 재발에 대

한 불안감 다스리기의 행위를 보였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참여자 A, B, E, 

F, G, I, J가 이 단계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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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몸 건강 회복하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참여자들은 우선 폭식과 구토가 없어지면서 

음식을 먹는 양과 관계없이 적정한 체중이 유지되었다. 또 매끼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먹도록 식생활 습관도 개선되었다. 그 외에도 이전에 

있었던 어지러움증, 생리불순, 탈모 등의 증상도 개선되었다. 

식사를 되게 정확하게 먹게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안에, 간

식을 꼭 먹고 하다보니까 하루 종일 음식을 굶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음식에 맛도 즐거움도 느끼게 되고, 

내가 이렇게 몸무게가 살이 쪘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걸 어느 순간 음식

을 먹어도 그 최대의 몸무게에서 계속 늘지 않더라고요. 늘지 않고 계속 

그 몸무게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 상태에서 굶으면, 내 몸에 

그 발란스를 또 깨뜨리는 일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 조금조금 몸무게

가 줄어서 stable weight를 찾더라구요. (참여자 G)

나. ‘나’의 존재가치 수용하기

치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질병의 기간이 길었거나, 아직 과

도기적 단계에 있는 대상자가 아닌, 치료 기간이 길고 어느 정도 안정기

에 접어든 참여자들은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음을 인식하고 있

었다. 이전에는 체중계의 눈금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하고, 타인이 자신

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자신의 가치가 좌우되었다면, 자신은 외모를 떠나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재발견하며, 현재는 살이 쪘던 그렇지 않

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 106 -

근데 이번에 치료 받으면서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제일 예쁜 얘는 

아니어도 그냥 내가 나라는 가치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 같아요. (참여자 B)

내가 잘못해서 늘 엄마한테 미움받은 게 아니었구나,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죠. (참여자 D)

제 자신에 대해서도 살이 쪄도 나고, 살이 빠져도 난데, 그거를 왜 살 

빠진 나만 사랑해주고 살찐 나는 미워해야 하나. (참여자 F)

이제 살이 쪄도 저를 꾸밀 수 있구나, 그리고 예뻐보일 수 있구나, 살

찐 나도 그냥 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여자 G)

 

참여자 G는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한다는 게 “자기최면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며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늘 동경해왔던 직장

인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같은 그 곳 사람들이 외모를 떠나 자신을 있는 그

대로 바라봐주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에서 많은 치유를 받았

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안목 같은 것들을 좋아해주고 매력적으로 보는구나 느끼면

서 차츰 내 스스로가 나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나를 억지로 사랑

하려고 하는 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웠어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

가가는 연습,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의 지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

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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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숨쉬듯 자연스럽게 먹기

참여자들은 치료를 받은 후 자연스럽게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를 때 그만 먹는 것, 먹고 

싶은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먹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를 새로

이 느꼈고, 본능과도 같은 것을 그렇게 억누르려고 애써왔던 자신의 모

습이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했던가를 깨닫고 있었다.

제가 그렇게, 음식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음식과의 앙숙관계. 그걸 푸

는 게 과제였어요. 이제 그런 게 좀 풀린 듯하고... 그냥 숨쉬는 것처럼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즐거워요. (참여자 B)

식사 간식 식사 간식을 요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지 지금 

거의 되게 오래됐죠. 한 3년 정도 돼가서 근데 많이 편해진 거 같아요. 

먹는 것도, 다른 거, 엄마가 상을 차려주면 이거 소화 안 되서 못 먹고 

저거는 먹으면 이상이, 속이 니글거려서 못 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다 차려주면 차려주는 대로 먹고, 그냥 싹 다 먹고, 옛날에는 국물 같은 

것도 잘 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국물도 다 이제 다 먹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편해졌고요. (참여자 C)

라. 재발에 대한 불안감 다스리기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식사장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참여자에게도 증상 재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참여자들은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기란 매우 힘이 들고, 미래에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살이 찌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많

이 우울해하고 그것이 식사장애로 다시 귀결될까 하는 불안감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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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 또한 자신이 잘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

는 자신감도 내비추었다.

언젠가 또 살이 찔 수도 있는거고, 여자니까, 임신이나 뭐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렇게 살이 찌면 또 날씬해지고 싶어지고, 그러다가 

재발할까봐 막연히 그게 제일 불안해요. 그래도 이제 길을 아니까... 예

전처럼 그렇게 마구 곤두박질치진 않을 거란걸 알아요. (참여자 G)

4) 중재적 조건

참여자들이 행위/상호행위 전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

건은 지지체계로서 ‘가족의 지지’, ‘신뢰할 수 있는 치료자’, ‘경제

력’, ‘직장’이었다. 

(1) 가족의 지지

대부분의 가족들은 참여자들이 치료를 결정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정

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지지를 해 주었다. 가족이 치료받을 병원을 

알아봐주고, 치료비를 부담해 주었으며, 직장이 없는 참여자들의 생활을 

보조해 주었다. 또한 가족들은 처음부터 참여자의 질병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참여자의 질병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가족들 또한 질병

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게 되며 참여자를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노력하였

다. 

그 때 도움 청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입원을 하고 싶다고, 그 

때가 아빠가 너무 쇼킹했던 거죠. 얘가 아픈 줄은 알고 있었는데,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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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힘들어 하는 줄을 몰랐구나 해서 아빠가 oo이라는 병원을 알

아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참여자 F)

처음에 엄마가 울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1년 넘

게 하루도 안 빠지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매일 버스타고 먼 길을 같이 

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정도로 엄마가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병

원 안 다닐 거라고 터미널에서 도망가고 그랬을 때도 엄마가 붙잡아 줬

어요. 그리고, 가족 다 도와줬어요. (참여자 A)

 반면, 가족이 지지적이지 못할 경우 오히려 참여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데,  참여자 J의 경우 남편은 끝까지 참여자의 질병을 이해해 

주지 못하였고, 참여자는 이로 인해 더 큰 수치심과 우울감에 빠져 자살

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2) 경제력

돈은 치료를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장기

간 식사 및 상담치료를 받는 데에는 “만만치 않은”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유지하고 있는 네 명의 참여자의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었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가족이 경제

적 지원을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

만, 점차 호전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든 돈이 얼마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든 줄 몰랐거든요. 그거 



- 110 -

듣고 나니까 막 미안하고 그래서...그 때까지도 구토하고 그런 게 좀 남

아있었는데 그거 듣고 정말 안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A)

이 치료를 받으면서 잃은 거요? 돈이죠 돈, 하하. 제가 얼마나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리는지 모르시죠? 치료 한 번 받으면서도 벌벌 떨고... 남

들한테는 못 권하죠, 비싸서. (참여자 E)

(3) 직장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학생

을 제외하고는 3명의 참여자만이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에

게 직장이란 것은 치료비를 감당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을 

세상과 이어주는 통로와 같은 것이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해 

주는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였지만,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그 시간

동안은 폭식이나 음식에 대한 강박적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주었다. 

제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에서는 휴직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

냐고 그랬는데, 왠지 그러기가 싫더라구요. 그것까지 포기하면 완전히 

무너질 거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 볼려구...  (참여자 F)

(4) 신뢰할 수 있는 치료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참여자들은 식사장애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몇몇 참여자들은 치료를 위해 몇 군데의 병원을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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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점점 호전되어 

가는 경험을 하였다. 

병원은 너무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막 마음껏 그런 의존

을 하는 유일한 곳이죠. (중략) 그 때 (병원을) 찾았으면 나의 20대

가...내가 좀 더 그 시점, 에 병원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때 알

았다면 그런 생각은 해 봤어요. 그 때 했으면 훨씬 더 제 인생이 달라졌

겠죠. (참여자 E)

저도 길을 잃은 상태에서 뭐 어디 사는데 정답이 있고, 더 나은 게 있

겠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 같은데, 그렇게 사는 거 알려준 거, 새로운 

삶을 준 거죠. (참여자 H)

한 참여자는 처음에 찾았던 병원에서는 식욕억제제와 복용과 함께 여러 

미용 시술을 권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하며 제대로 된 치료 프로그램의 중

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절반 정도의 참여자들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약

보다는 식사와 상담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약은 그냥 우울증 때문에 먹은 거죠. 도움이 됐는지 그냥 그건 별로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E)

치료에는 치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참여자들은 병이 나을 것이라

는 확신을 제공해주길 원했고, 신뢰를 주는 치료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본인의 장점을 찾

아주고 신뢰해 준 치료자 덕분에 자존감이 회복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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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몸무게가 마구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치료가 되는건가 의

심이 솟아올랐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먹는 게 꼭 필요하다고, 조금

만 지나면 잘 먹어도 오히려 살이 빠지고 균형이 찾아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 계속 장담했어요. 그냥 믿었죠. 그러니까 진짜...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 믿고 함께 가보자 했죠. (참여자 F)

한 참여자는 늘 포용적인 모습이 아닌 치료자의 단호하고 따끔한 충고와 

조언이 치료 세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큰 힘이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제가 세 네 번 가출하고 병원 뛰쳐나갔을 때, 다시 올 때마다 잘 왔다

고, 이렇게 포기안하고 끝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잘 했다고 매번 그랬어

요. 그런데, 제가 옥상에서 뛰어 내릴려고, 자살할려고 하다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선생님이 와서는 앞으로 다시 이러면 손을 놓을 거라고 따

끔하게 말했어요. 그 말 들으니 정말 가슴이 뜨끔하고 뭔가 한 대 맞은 

거 같은... 그 뒤로는 다시 죽을 생각 안하고 병원 열심히 갔던거 같아

요.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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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참여자들은 치료 과정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체중계 눈금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체중을 되찾은 지금의 상태가 매우 편

안하다고 하였다. 편안해진 몸은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졌고, 

억지로 살을 빼거나 찌울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만족

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참여자 G와 E는 식사장애를 겪는 길고 길었던 과정을 낙인과 고통으로 

남겨두지 않고 이를 “자양분” 삼아 않고 본인의 경험을 교육 현장에 

활용하여 도움을 주려하고 있으며, 참여자 F는 질병이 회복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정서적으로 성장해졌다고 말하는 등 역경

을 딛고 한 단계 나아가 성숙해진 자아로 성장하였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 저랑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 같아서... 상담교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참여자 E)

비만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한두 명 반에서 비만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만교육을 하면 비만이 나쁘

다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비만인 아이들한테는 되게 열

등감이 되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나를 놀리고,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되게 떨어뜨리게 만들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 겉모

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참여자 G)

식이장애가 없어지니까 좀 더 저에 대해서 투자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두 번씩 경험을 하면서 

아, 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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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나약해 빠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점점씩 한번

씩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성장한 거를 느껴요. (참여자 F)

자신의 상태가 안정되어 가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도 생겨나 인

간관계가 회복되어 갔다. 치료를 받는 동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족과

의 관계가 이전에 비해 돈독해지고 대화가 많아졌다고 하였다. 참여자들

은 치료받는 동안 지지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동

시에 자신이 금전적으로 많은 의지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자신이 딸로서

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지금은 아빠랑 되게 친해요. 술친구가 아빠예요. 제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같이 수영도 다니고. 술 마시면서 수영 이야기, 인생 이야기, 엄마 

이야기 그런 거 많이 하고. 예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랑 지

금은 되게 친해요. (참여자 A)

제 상태가 좋아지면서 처음으로 남편을 무슨 수단이 아닌 그저 한 사

람 인간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가진 것도 최근이예요. 

(참여자 E)

사실은 오빠가 교통사고로 지금 20년 넘게 식물인간처럼 집에 있거

든요. 목에도 이렇게 호스가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오빠 몫까지 잘해

야 하는데, 이런 병이 제게 와 가지고. 제 몫도 잘 못하니 죄송스럽죠. 

(참여자 C)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끊어졌던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회복되어 고립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스스



- 115 -

로의 시각이 바뀌니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타인이 나를 보는 또 다른 면

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몸이 어떻고, 내가 이런 장애를 겪고 이런 거를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 얘

가, 이 아기가 나를 선생님으로서 좋아해주는구나. 아, 그리고 내가 학

부모님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내 몸과 상관없이 내 교육적 스킬이나 

학습, 학업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지지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구나.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내 친구가 나의 다른 면을 되게 장점으로 보

는구나. 그런 부분이 저의 자존감을 높였고, 아, 내 몸이, 내가 몸을 이

해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 다른 부분, 그니까 내 막 심리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나, 나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되

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좋아해 주는구나 하고 느꼈을 때, 자존감이 느

껴지니까 저절로 이 부분이 좀 치유가 된 거 같아요. (참여자 G)

  치료를 유지하여 질병을 극복한 참여자의 경우 질병에서 벗어나자 자신

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찾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 동아리 활동도 하고 새로운 만남

을 준비하는 등 행복해진 일상을 찾았다. 또한 참여자 A는 뷰티 관련 대학

에 진학하려 준비하고 있고 참여자 J는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새로이 

대학원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등 다가올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준

비하기도 하였다.

이제 엄마도 늙어가고 제가 언제까지나 엄마 밑에서 밥 얻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혼자 살더라도 나이들 때까지 일할 수 있게 

치전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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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여자 J)

하지만 참여자 K는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살이 찐 모습에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고 있었다. 참여자 K에게 

외모는 여전히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다시 살빼기에만 함몰된 삶 

속으로 회귀하여 고통받고 좌절하고 있었다.

살이 찌는 건 죽기보다 싫고, 살이 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싫어요. 이

제 벌어놓은 돈도 다 쓰고, 나이도 먹어가고, 몸은 망가지고... 부모님한

테 손 벌리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그게 고통이예요. 암흑 

속에서, 깜깜한데서 낯선 곳을 걸어가는 것 처럼...앞이, 미래가 안 보이

는 거죠. (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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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입각하여,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질

병 경험을 개인과 사회의 상호과정 속에서 맥락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근거이론방법론에 따라 시행한 질적연구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

로 도출된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 경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 연

구의 간호학적 의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 경험

본 연구에서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삶과 질병을 겪는 과정 속에 내

재되어 있는 핵심범주는 ‘내 삶의 주인되기’였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정련한 Blumer는 개인이나 집단의 모든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을 둘러싸

고 있는 상황들을 주시하고 해석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는데(Blumer, 1990),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먹음’ 혹은 ‘먹지 않음’이라는 행위 또한 여성이 사회라는 맥락 속

에서 부여한 의미 있는 상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조절하고 체중을 줄이려는 행위는 표면적으

로 드러난 양상일 뿐이며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는 유년 시절 성장과정

에서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식사장애라는 질병에 걸리게 된 것

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낮은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

다. 참여자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어린 시절 성장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참여자의 상당수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적절한 보

살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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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참여자는 엄격하기만 하고 보수적이었던 아버지에게 자주 혼이 나

고 말썽만 부리는 딸로 치부되어 가족들로부터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다른 참여자는 힘겨운 삶에 지쳐버린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학대받기도 하였다. 한 참여자는 완벽주의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

기 위해 애썼으나 늘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의기소침하였으며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남아선호사상에 희생된 딸로서 살아온 참여

자도 있었다.

이런 부모와의 상호작용 가운데에서 참여자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인

정받기 위해서 착한 딸, 완벽한 딸로서의 역할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는 이러한 참여자들의 노력을 알아차려주지 못했고, 참여자들은 무

엇을 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위축되어 갔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참여자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낮은 자존감은 식

사장애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이혜, 김숙경, 천

기정과 한숙희, 2003; 성미혜, 2005; 안소연, 1994, 오혜경, 2003; 이

상선, 1993; 정호선, 1998; 황란희, 2009; Kaltz, 1985)과도 상응하는 

결과이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지만, 어머니

는 참여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고, 이에 참여자는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라는 느낌 속에서 방황해야만 했다. 

어린 시절 정서적 학대와 성학대는 식사장애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는바(Fischer, Stojek & 

Hartzell, 2010; Kent, Waller & Dagnan, 1999; Mullen, Martin, 

Anderson,  Romans & Herbison, 1996; Rorty, Yager & Rossotto, 

1994; Smolak & Murnen, 2001; Wonderlich et al., 2000) 본 연구

의 참여자들에게도 이러한 요인이 식사장애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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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할 수 있겠다.

상기한 일련의 요인들로 인해서 참여자들은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고, 낮

은 자존감은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가진 채 성장한 참여자도 있었는데, 이 참여자

에게 음식은 구속하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

용하였다. 또한 완벽주의가 식사장애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격 특성이라는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Hewitt, Flett & Ediger, 

1995) 참여자들 대부분에게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는데, 이러한 성향은 식사장애 여성들에게 있어 충족시킬 수 없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철저한 계획 하에 그 체중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

신을 몰아세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참여자들의 상처받은 유년 시절의 경험, 사랑과 인정의 결핍, 삶의 통제

감을 갈구하는 내적 요인들은 외모지상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

을 만나 식사장애라는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때문에 살을 빼고 치장하며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 것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

회에서 여성은 날씬하고 예쁜 외모를 갖도록 요구받는데, 청소년들은 뚱뚱

한 몸매를 가진 친구를 비난하며 심지어 놀이 문화에서 소외시키기도 한

다. 참여자들은 이런 사회적 압력 속에서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는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에 편승하는 쪽을 택했다. 가난

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꿈꾸었는데, 소위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모

를 가꾸어야 했고, 취업의 좁은 문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도 여성에게 외모

는 중요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믿었기에 살빼기에 매달리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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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형성할 때 ‘일

반화된 타자’를 고려하게 되는데, 일반화된 타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

원에 의해 공동으로 유지되는 표준, 원칙, 규준, 사상으로 구성된다

(Hewitt, 2001). 이는 Mead가 말한 두 자아 중 한 면인 ‘me'를 형성하

여 사회에 순응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식사장애로 어려움을 겪

는 여성들에게 있어 일반화된 타자로서의 사회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여성들은 이를 내재화하여 

진정한 주체인 ’I'를 형성하지 못하고 점점 더 ‘me'에 치우쳐 반쪽짜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결국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식사장애란, 참여자들의 삶에서 채워지지 못

한 공허함과 외로움, 분노, 어머니와의 해결되지 못한 관계 문제 등의 정

신적 내상들을 음식을 통해 치유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란 결국 진정한 자아를 찾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과

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이 식사장애라는 질병을 겪어내는 과정, 즉, 삶의 

주인되는 과정은 ‘세상의 잣대에 휘둘림’, ‘자아 몰락’, ‘실체 직

면’, ‘자아-타자 사이의 분투’, ‘자신과의 참 만남’의 다섯 단계로 

도출되었는데, 세상을 포함한 타자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자아를 상실해버

린 과정을 거쳐 타자가 원하는 삶과 자신이 원하는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분투하다가 결국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것이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이 다섯 단계를 순차적으로 겪어내어 적응

적인 결과에 이른 반면, 몇 참여자들은 아직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

우도 있었고, 다시 이전 단계로 회귀한 경우도 있었다. 각 단계에서 취해

진 행위/상호행위 전략 및 단계별로 필요한 중재적 접근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 과정의 각 단계를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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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질병 과정 중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의 잣대

에 휘둘림’ 단계이다. 이 단계는 참여자들이 앞서 기술한 여러 요인들

이 인과적 조건이 되어 점차 자신보다는 타인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체형

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자신의 체중이 전혀 뚱뚱하지 않은,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40kg 대의 체중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여기에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컸는데, 대중매체와 신체상의 관계를 본 연구들에서

도 대중매체가 왜곡된 신체상을 갖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재

숙과 이미숙, 2001; 신미영, 1997; 장희순, 2004; 최윤정, 2005; 

Becker, 2002; Grabe, Hyde & Ward, 2008; Groesz, Levine &  

Murnen, 2001).

대중매체에서는 깡마른 연예인들 몸매가 칭송받고 살빼기에 성공한 사람

들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경험담을 쏟아놓고 대중은 이를 추종한다. 참여

자들이 갖는 목표 체중과 목표가 되는 몸매의 기준 역시 늘씬하고 마른 

연예인들의 몸매였는데, 우리 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체형을 내재화함으

로써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신체상을 갖게 되었다. 이는 

식사장애와 신체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김연겸과 윤기선, 2009; 김현정과 정인경, 2006; 김혜련, 황나미, 심재

은과 김어지나, 2008; 박정수, 이민규와 신희천, 2007; 보건복지부, 

2012; 정혜경과 이혜영, 2010). 

참여자들은 살빼기를 통해 날씬해진 외모를 갖춤으로써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희열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이후 식사장애의 증상이 심화되

는 강화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자아 몰락 단계로의 이행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며, 외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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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다른 장점을 찾아 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같

은 바람직한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는 간호접근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몇몇 참여자들이 살을 빼기 시작하게 된 촉진사건으로는 왕따, 유학, 

남편의 외도, 구직 실패, 유산 등 큰 삶의 고비가 있었는데, Joiner, 

Heatherton, Rudd와 Schmidt(1997)는 완벽주의적 성격을 지닌 사람이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폭식 증상을 보이기 쉽다는 연

구 결과를 내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역기능적 생활사건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스트레스나 생활 사건으로 인한 위기관리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대중매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볼 때,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광고나 기사, 영상물 상영 등에 있어서 적절한 제도적 규제와 정

화가 필요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첫 단계를 지나 두 번째 

단계인 ‘자아 몰락’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는 참여자들이 살

빼기, 즉 자신을 철저히 타자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만 맞추려고 고군분투하는 단계로서,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는,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빼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단계

이다.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던 참여자들은 살빼기가 주는 성취감과 자신

감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러한 이유로 살빼기를 시작했는

데, 이들은 처음에는 살빼기로 몸을 통제함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통제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조절력을 상실해 갔다. 참여자

들은 점점 살빼기에 매몰되어 가면서 살빼기를 시작했던 초기의 목적도 

잊어버린 채 오로지 체중을 줄이는 것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음식을 극도로 절제하였다가 커져가는 식욕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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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남몰래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고 살찌는 것이 두려워 이를 

게워내는 일을 반복했다. 구토 뿐만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운동에 매달

리고, 변비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기조절력

을 상실했으며, 물건을 마구 사들이는 등 충동적인 경향도 함께 보였는

데, 자기조절력(조혜진과 권석만, 2011; Goldschmidt et al., 2008)과 

충동성(Claes, Vandereyken & Vertommen, 2005;  Lyke & 

Spinella, 2004; Wonderlich, Connolly & Stice, 2003) 역시 식사장

애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체중을 줄이는 그 행위가 삶의 목적이었으며, 자신의 삶

과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빼기를 그만두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어

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이 세운 삶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임에는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거부하는 등 스스로 고립되는 삶을 선택하여  이 때문

에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껴 힘들어 하였다. 또한 먹지 않는 것, 혹은 먹는 

것에 모든 삶의 초점이 쏠려 직장생활, 학교생활에도 지장을 받았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해 지는 등 역할 수행에도 장애가 초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살빼기에 매몰되어 있는 시간을 줄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치료라고 말했는데, 참여자들의 말처럼 식사장애는  조기

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다카키 슈이치로 & 하마나

카 요시코, 2011/2012).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가족, 학교 선생님, 친

구와 같은 의미 있는 주변 사람들이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보내

는 시간이 하루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 학교 급식을 안 먹거나 야채만 먹는 등의 행동을 보이거나, 자주 아

프고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며, 혼자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등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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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면 이는 식사장애를 암시하는 행동일 수 있으니(Treasure,     , 

2009) 면밀히 관찰하고 상담교사나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 주어

야 할 한다. 또한 이후에 보호자에게도 이를 알려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만일 자녀의 증상을 부모가 알아차렸으나 자녀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거부한다면 부모가 먼저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참여자들은 조절력을 잃어가는 모습의 일환으로 폭식에 

탐닉하게 되는데, 어떤 참여자는 폭식하고 구토하는 행위를 일종의 쾌락과

도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식사장애라는 질병을 행위중독의 관

점에서 접근하고 이러한 관점의 치료 및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체 직면’ 단계로서, 이 단계는 살빼기에 몰락되어 

자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참여자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고 문제

를 인식하며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끊임없는 절식과 보상행동을 거치면서 생리불순, 탈모, 골절, 

어지러움, 기절 등의 신체증상을 겪었고, ‘게걸스럽게’ 먹고 구토하며 

본능인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맞닥뜨리며 엄청난 자괴

감과 환멸을 느끼며 우울감에 시달린 나머지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여러 연구들(Daniel, Lisa, Prudence & Marsha, 2004; David 

et al., 2000; Debra & Pamela, 2006; Sansone & Levitt, 2002; 공성

숙, 2008)에서 식사장애 환자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다고 보고하는 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고 본다. 

이 단계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버려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스스로의 각성에 의해 변화를 모색하는 참여자가 있었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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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결국 가족에게 먹고 토하는 문제를 들킴으로 인해 본인의 문제를 확인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 서적,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고 

전문 치료기관을 알아보는 등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

처방식에서, 비교적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였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를 질병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비슷한 증상

을 겪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면서 지지를 구하는 정도의 정서중심적 대처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문제중심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

는 중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식사장애에 걸렸다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원치료나 기타 치료방법을 결정해 줄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자녀가 식사장애라는 질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

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었으므로, 가족을 지지하는 중재가 필요할 것이

다. 또한 환자가 겪는 질병을 이해하고 올바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병 교육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자아-타자 사이에서의 분투’ 단계였다.

이 단계는 자의에 의해서이든, 타의로든 참여자들이 병원치료를 선택하

여 병원치료 과정을 거치며 그 가운데서 질병에서 헤어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타자의 잣대에 맞춰 끊임없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

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치료 유지와 포기에 대

한 양가감정을 느끼면서 갈등한다. 치료에 대한 양가감정은 식사장애 환자

의 회복과정에 대해 연구한 Keski-Rahkonen과 Tozzi(2005)의 질적연

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감정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병과의 분투과정을 이겨

내려고 노력했다. 인지적으로는 상담치료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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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외부의 시선을 모두 외모와 결부시킨 인지적 오류를 점검하고 이

를 개선해 나갔다. 정서적으로는 가족에게 자신의 힘겨움이나 질병 발병원

인을 투사하거나 치료를 거부하기 위해 가출을 시도하고 자살 시도를 하

거나 힘든 시간을 회피하여 종일 잠을 자는 등의 다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쇼핑, 영화보기, 네일관리받기, 

독서 등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그간 소홀했

던 육아나 가족과 시간보내기, 종교적 묵상 등의 전환활동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려 노력하였다.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식사치료를 

받고 주어진 지침대로 집에서도 식사와 간식을 제대로 챙겨먹으려 애썼으

며 구토나 운동 등의 제거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이 단계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

적 요인으로는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Federici와 Kaplan(2007)의 연구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다. 참여자들은 

치료를 포기했을 때 또다시 직면하게 될 이전의 힘겨운 삶으로 다시는 돌

아가고 싶지 않았으며,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싶어 하였다. 

내적 요인 이외에 참여자들이 질병과 분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외적 

요인은 가족의 지지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국외에서 시행된 식사장애 환자

들의 경험을 다룬 몇몇 질적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이다

(Federici & Kaplan, 2007; Tozzi et al., 2003). 하지만 국외 연구

(Federici & Kaplan, 2007; Keski-Rahkonen & Tozzi, 2005; Tozzi 

et al., 2003)의 경우 가족의 지지 이외에 친구들의 지지가 회복에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제 중이던 이성친구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는 참여자가 둘 있었지만, 친구들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리고 지지를 받는 경우는 없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식사장애는 

남에게 노출하기 힘든 터부시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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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일부 참여자들은 본인이 잘 못한 일도 없이 주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 힘겨워하기도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질병의 

어려움과 함께 이중고를 겪도록 했다. 실제로 정신과 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질병에 대한 진단 시기를 늦추어 질병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식사장애, 나아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사회

적 편견을 없애 이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인식개선을 위

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사회적 낙인찍힘 때문에 자신의 질병을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알릴 수 없

으므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이 

겪어온 삶에 대해, 그리고 질병을 겪는 힘겨운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

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치료자의 역할이 치료유지에 중요하다

고 하였다. 따라서 질병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치

유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조집단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치료를 위해 고립되었던 환자가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

록 돕고, 우울증이나 알코올 및 물질사용 장애, 강박장애 등 식사장애 이

외의 다른 공존질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소진되어 버릴 때까지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나 비

교적 초기에 병원을 찾아 식사장애로 진단을 받고서도 치료를 제대로 받

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첫째는 질병에 대한 병식

이 부재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방법-특히, 투약에만 

의존하거나 시술로 체형관리를 권하는-에 대한 강한 불신이 영향을 미쳤

다. 전자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도움을 받

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치료자의 전문

적인 역량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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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사장애에는 환자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역동도 중요

한 영향요인이 되므로 필요한 경우 가족치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 

질병 경험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과의 참 만남’ 단계이다. 

이 단계는 참여자들이 질병과의 끊임없는 힘겨루기를 통해 결국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치료과정을 무사히 견디어냄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심리적인 응어리들을 발견

하고 풀어내는 작업을 통해 정서적으로 환기되고 치유되었다. 또한 배고픔

을 느낄 때 칼로리에 대한 고민 없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또한 체중과 외모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

신이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미래의 어느 

순간 다시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자

리잡고 있지만, 한 차례 힘든 과정을 겪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질병 과정을 겪어나가며 행위/상호행위 전략을 취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재적 조건은 지지체계로서 가족의 지지, 경제력, 

직업, 신뢰할 수 있는 치료자로 확인되었다. 

가족은 참여자들이 치료를 받도록 이끌어주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도

와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경제력이 없는 참여자에게는 경제적 도움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존재였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자녀는 치료 시작과 유

지에 큰 동기를 부여해 주었는데, 식사장애 증상으로 인해 양육에 소홀해 

진 자신의 모습을 맞닥뜨리고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자각하기도 하였고, 

치료를 받는 동안 치료 유지와 포기에 대한 양가감정에 시달릴 때 자녀에

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자 치료를 지속하게 하였다. 가족의 지지는 다른 선

행연구들(Federici & Kaplan, 2007; Tozzi et al., 2003)에서도 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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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중재적 요인은 경제력 이었다. 식사장애는 치료기간이 오래 소요되

는 질병이며, 발병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다학제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질

병이다(박용우, 2000). 실제로 참여자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년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치료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한 참여

자의 경우에는 비용 지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효과가 좋을 듯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경

제력은 회복으로 가는 중요한 중재적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직장을 유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직

장 생활을 유지한 것이 병원치료 선택을 앞당기고, 질병을 앓는 동안 식사 

이외의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역할

을 해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치료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직장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치료자 요인이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이 비교적 초기에 질병을 진단받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

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치료방법에 대한 불신이었고, 현재 치료를 유지하

는데 도움을 준 존재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치료자였으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치료자와 치료세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참여자들은 내 삶의 주인되어가는 질병 과정을 겪어오면서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미래를 준비하고, 취미생활을 하며 제 2의 삶

을 준비하는 등 삶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고, 질병으로 힘겨웠던 시간을 

자양분 삼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타인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제공하

겠다고 하는 성숙된 자아로 거듭난 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주요 외상 사건

에 잘 대처한 결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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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의 개념(Tedeschi & Calhoun, 1995)과

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그들은 고립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사람들 속

에서 다시 어울리게 됨으로써 타인에게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예민하

게 반응하고 그것들이 본인의 외모와 연관지어 생각되었다면, 이 단계에서

는 타인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

대로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새로이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참여

자들은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보아 주는 주변 사람들을 통

해 자존감이 상승함을 느꼈다.

회복이라는 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

자의 관점으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그 순간을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인

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비로소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나,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보는 “I”로 

다가서게 될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된 상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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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는 식사장애를 겪는 젊은 여성들의 경험을 심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

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질병 발병에 영향

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 질병 과정, 질병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폭넓게 파악하였고 질병을 겪는 과정에서의 고통, 질병을 회복하는 과정에

서 보이는 행위 및 전략들에 대해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체이론을 형

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들을 어떻게 간호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1) 간호실무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를 통해 식사장애라는 질병은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질병이며 식사장애의 증상의 핵심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들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다는 점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신체

적으로 치명적일 정도의 중증의 질병이라면 우선적으로 신체 건강을 회복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겠지만, 그와 함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뿌리 깊

은 상처나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살아온 삶을 공감해주고 그들이 질병을 겪는 과정에서 얼마

나 고통받고 있는지, 또 이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지해 줄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신체상을 변화시켜나

가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맥락에서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외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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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규정하는 남성 중심의 억압적인 사회의 압력을 지각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성의 힘을 북돋울 수 있는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식사장애 증상이 역기능적 생활사건 하에서 촉발되거나 증상

이 악화되는 경우를 확인한 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이는 질병의 각 단계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대처전략을 획득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여자가 질병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은 보호요인이 되기도 하고 방해요

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식사장애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환자의 

질병 회복에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교육이 필요하며 

역기능적 가족역동을 개선하기 위한 가족치료 중재도 병행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이다.

 참여자들은 본인이 질병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전

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는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들 수 있겠다. 사회적 낙인으로 

말미암아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주변에 자신의 질병에 대해 노출하고 

도움을 구할 수 없어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가 많다. 이는 삶을 유지해주는 경계선을 잃음으로써 더욱 증상에 골몰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간호교육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에서 식사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지상주의와 사회적 맥락을 

확인하였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외모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사회적 풍토를 배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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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뿐만 아니라 식

사장애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자아정체성 형성에 도

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사장애 여성과 치료자간의 신뢰관계가 치료 성공의 중요한 열쇠

가 됨을 파악한 바, 간호 전문직을 양성하는 간호대학에서는 환자와 간호

사의 치료적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인간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갖도록 

하고 치료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3) 간호연구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구

축하였다. 이 이론은 식사장애의 어느 한 단면이 아니라 식사장애에 유병

되기 전의 여성의 삶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과정, 그리고 회복되기까지의 

전 경험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는 식사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한 지식체 구축에 기여했다고 본다. 이는 앞으로 식사장애 관

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추후에 식사장애 대상자의 주체성에 관

한 연구나 식사장애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행위중독의 관점

에서 식사장애를 바라본 연구 등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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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 경험을 이해하고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식사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치료를 받거나 질병에서 회복된 초기성인기 여성 12명으로,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개별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담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여 필사한 후 분석하였으며, 연구 

질문은 “식사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의 자료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사장애 여성의 질병 경험의 핵심범주는 ‘내 삶의 주인되기’였다.  

‘내 삶의 주인되기’란 타자 혹은 사회가 원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 

하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잃고 살빼기에 함몰되어 버린 여성들이 처절한 

노력을 통해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 가는 것

을 의미한다. 

식사장애 유병에는 유년시절의 깊은 상처, 사랑과 인정의 결핍, 삶의 통

제감 갈구,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압력이 관련되었다. 여성의 질병 경험 과

정은 ‘세상의 잣대에 휘둘림’, ‘자아 몰락’, ‘실체 직면’, ‘자아-

타자 사이에서의 분투’, ‘자신과의 참 만남’의 다섯 단계로 분류되었으

며,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치료과정을 거쳐 회복에 이르거나 치료를 중

단하고 자아몰락 상태로 회귀되는가에는 가족의 지지, 경제력, 직장, 신뢰

할 수 있는 치료자가 중재적 조건이 되어 영향을 미쳤다.

‘세상의 잣대에 휘둘림’ 단계는 참여자들이 사회 혹은 타인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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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살빼

기 성공을 통해 맛본 성취감과 자신감, 희열을 탐닉하려 체중을 조절하

고 외모를 치장한다.

‘자아 몰락’ 단계는 참여자들의 삶의 중심이 타자 쪽으로 완전히 치우

쳐져 삶의 초점이 살빼기(절식/폭식/제거)에만 맞추어진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함몰되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체중을 조

절하고, 은둔하며, 살빼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다.

‘실체 직면’ 단계는 참여자들 스스로, 혹은 가족에 의해 현재의 자기 

모습과 대면하게 되며, 현 상태의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 시기이다. 문제를 

인식하면서 현 상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변화를 위한 방

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자아-타자 사이에서의 분투’ 단계는 병원 치료를 선택한 참여자들이 

힘겨운 과정을 겪어내며 자아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타자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질병을 이겨내려고 노력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치료 포기-유지의 양가감

정과 처절하게 싸우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힘겹게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이중고를 이겨내고, 나름의 방법으로 힘겨운 시간을 

인내하려 노력하며, 가족에게 힘겨움을 투사하기도 하였다. 끊임없이 노력

하며 치료를 유지하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일부는 치료를 중단하였다.

‘자신과의 참 만남’ 단계는 내 삶의 주인되기의 마지막 과정으로 참여

자들이 치료를 통한 분투과정을 통해 타자 혹은 사회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획득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몸 

건강을 되찾으며, 외모를 떠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수용하였다. 

또한 먹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워졌다.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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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를 극복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질병을 극복한 참여자는 편안해진 몸을 얻었으며, 역

경을 딛고 한 단계 성장하여 성숙해진 자아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

복하였으며 행복한 일상을 되찾은 삶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도중

에 치료를 중단한 참여자의 경우 다시 자아가 몰락한 살빼기에만 함몰된 

삶으로 회귀하여 고통받고 있었다.

본 연구는 식사장애를 겪는 젊은 여성들의 경험을 심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식사장애라는 질병은 사회적으로는 낙인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므로 질적연구에 참여해 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 참여자

를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다. 최근 청소년의 식사장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청소년

기에 있는 대상자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여 회복단계에 이르지 못한 참여자가 한 명이

었는데, 이로 인해 치료 중단 및 증상 재발의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규

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치료세팅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지 못

하였으므로, 치료 방법과 진행과정이 대개 동일하여 다양한 치료적 접근 

방법에 대해 논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상기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최근 청소년 식사장애의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청

소년 식사장애 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멋진 몸 가꾸기

에 관한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므로 식사장애를 가진 남성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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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인과적 조건이나 중재적 조건을 토대로 식

사장애의 질병과정의 각 단계에 적합한 간호중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식사장애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신체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올

바른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대중매체의 보도행태 개선 및 식사장

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식사장애 질병과정을 주체성의 회복으로 바라본 연구나 회복 과

정에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을 적용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식사장애 재발을 막고 추후관리할 수 있는 장기 중재 프로그램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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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담질문

1) 식사장애 시작 전 경험

Ÿ 어떤 일을 계기로 살빼기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체중과 관련된 과

거의 경험)

Ÿ 본인이 남성이었다면 살빼기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Ÿ 식사장애 전 자신의 체중과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2) 체중조절행위

Ÿ 식사 조절을 통해 살빼기를 하면서 초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

까?

Ÿ 체중이 늘거나 줄었음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이 들며 이후 식사에 이

런 느낌이 이후 식사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Ÿ 본인의 이상적인 체중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며 왜 그렇게 설정하였

습니까? 그것을 넘어갔을 경우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Ÿ 본인에게 식사조절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3) 질병관련 경험

Ÿ  “식사장애”라는 의학적 진단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Ÿ  식사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Ÿ  본인이 경험한 식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Ÿ  식사장애와 관련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Ÿ  식사장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Ÿ  식사장애 관련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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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에 대한 경험

Ÿ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병원 치료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

까?

Ÿ 병원치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Ÿ 병원 치료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또한 치료에 대한 기대

는 어떠했습니까?

Ÿ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약에 대해 본인이 가지는 생각은?

Ÿ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Ÿ 중간에 고비를 겪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며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Ÿ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치료 후)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5) 기타 영향을 미치는 요인

Ÿ 식사 문제 이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Ÿ 식사장애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Ÿ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질병 전 / 현

재)

Ÿ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Ÿ 성장 과정 중 매우 힘들었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셨다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Ÿ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상은 무엇입니까?

Ÿ 식사장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

까?



- 154 -

<부록 2> 연구대상자보호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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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설명 및 동의서

연구 참여자 보관용

연구참여설명 및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달롱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식사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파악하여 이를 

이해하고 식사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각종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

다.

본 연구는 인적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를 시행한 후, 연구자와의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며, 1회 면담 시간은 1시간-2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면담은 2회 이상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면담 장소와 시간은 연구 참여자

가 가장 편안한 곳에서 시행됩니다. 귀한 면담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면담

은 녹음될 것이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연구결

과가 연구 참여자가 의도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락처를 받아 추후에 다시 연락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담 도중 몸이 불편하신 경우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하거나 휴식을 취하실 

수 있으며, 면담으로 인해 심적인 동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도움(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에 참여를 중단하시더라도 어떠한 불이

익도 없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얻은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연구 

후에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한달롱 드림

연락처: 010-8893-1008 / dlha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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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명:                           날짜:                       

                                          

“연구자는 본 연구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수집

한 자료에 대해 비밀을 보장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날짜: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

(승인번호 2013-75)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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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보관용

연구참여설명 및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달롱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식사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파악하여 이를 

이해하고 식사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각종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

다.

본 연구는 인적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를 시행한 후, 연구자와의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며, 1회 면담 시간은 1시간-2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면담은 2회 이상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면담 장소와 시간은 연구 참여자

가 가장 편안한 곳에서 시행됩니다. 귀한 면담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면담

은 녹음될 것이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연구결

과가 연구 참여자가 의도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락처를 받아 추후에 다시 연락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담 도중 몸이 불편하신 경우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하거나 휴식을 취하실 

수 있으며, 면담으로 인해 심적인 동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도움(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에 참여를 중단하시더라도 어떠한 불이

익도 없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얻은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연구 

후에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한달롱 드림

연락처: 010-8893-1008 / dlha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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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명:                           날짜:                       

                                          

“연구자는 본 연구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수집

한 자료에 대해 비밀을 보장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날짜: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

(승인번호 2013-75)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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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전 설문지

아래 사항에 대해 해당란에 O 표하거나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만       세)　

2.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미혼   □ 기혼    □ 기타 (                        )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전문대포함)  □ 대학원 졸업이상

4. 현재 직업이 있으십니까?  □ 있다 (학생은 있다에 표기)   □ 없다

5. 종교는 무엇입니까?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 무교

6. 귀하의 가족사항은 어떻게 되십니까? (                                )   

7.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질병 관련 사항]

8. 귀하의 질병명은 무엇입니까? (                         )

9. 귀하는 식사장애를 언제 진단받으셨습니까? (                        )

10. 귀하는 현재 식사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복용 중입니까?

□ 예   □ 아니요

11. 귀하는 현재 얼마나 자주 병원(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            )

12. 귀하는 식사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받은 후 회복되었다가 증상이 재발한 경험

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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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ease Experience of Korean Women 

with Eating Disorders

Han, Dall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ating disorders, frequently affecting young adult women, are 

disorders that induce physical, mental, and social distress. 

Recently, the incidence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has been 

increasing, along with debates on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programs. This in turn necessitates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to serve as base data. 

The following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in sociocultural context, and applies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to deduce the substantial theory 

of these experiences.

The participants were 12 young adult women diagnosed with 

eating disorders, who have received treatment, are receiving 

treatment, or have recovered from disorders. Data was collected 

via in-depth interviews. Interview data was recorded with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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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articipants, then transcribed in the verbatim expressions 

and analyzed.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is the disease 

experience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ased on the Strauss and Corbin’s (1998) data 

analysis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

1) The core category of the disease experience of Korean 

women with eating disorders was ‘becoming the master of 

my life'.

2) The causal condition related to the core category were 

‘childhood trauma’, ‘lack of love and acknowledgement’, 

‘desire for a sense of control' and 'social pressure of 

lookism'.

3) The disease experience was classified into the 5 phases of 

‘fall under influence of the world’s standards’, ‘collapse 

of the ego’, ‘facing the wrecked self ’, ‘struggle between 

the self and others’, ‘true meeting with the self’. ‘Fall 

under influence of the world’s standards’ is the process 

where the participant strives to become the image that others 

or society wants. ‘Collapse of the ego’ is the phase in 

which the participants’ center of life is completely biased 

towards others, and their only focus in life becomes weight 

loss (fasting/binge eating/elimination). In this phase, the 

participants’ egos were completely collapsed. ‘Facing the 

wrecked self’ is the phase where the participants face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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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elf either on their own or with the help of family, 

and acknowledging their problems to begin searching for an 

exit. ‘Struggle between the self and others’is the phase 

where the participants who chose medical treatment 

experience hardships in order to overcome their disorders, 

and constantly struggle within themselves to make the choice 

between living a self-focused life or return to living a 

others-focused life. ‘True meeting with the self’ is the 

final phase in ‘becoming the master of my life’, and is the 

phase where the participants, after treatment and struggle, 

acquire an authentic ego that is not swayed by the standards 

of others or society

4) participants who overcame their disease through these 

processes found day-to-day life happy with a comfortable 

body, and solidified their position as the master of their lives 

with a more mature ego that overcame hardships. 

Additionally, they amended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y, 

colleagues, and friends, finding harmony in their life with 

others. However, participants who ceased treatment midway 

regressed back to being distressed about weight loss.

5) The intervening conditions were supporting systems as‘the 

support of family’, ‘economic status’, ‘job’, and 

‘trustworthy health professionals'.

The current research is salient in that it aims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Korean women suffering from 



eating disorders by analyzing their experiences on the whole with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context. Based on this research we 

propose developing interventions to alleviate the pain of women 

suffering from eating disorders, implementing educational programs 

to prevent the incidence of eating disorders, and approaching from 

a social policy aspect to remove the social stigma of eating 

disorders.

Key words: eating disorders, women, disease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Student number: 2011-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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